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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의 각 단말기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을 구비한다. 이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

(660)에서는, MAC 어드레스 등의 단말기 식별자(661)에 관련되고, 그 단말기 식별자(661)에 의해 식별되는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통신에 이용되는 유니캐스트 암호키(662) 및 그 단말기 식별자(661)에 의해 식별되는 단말기가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할 때에 이용되는 브로드 캐스트 암호키(663)가 유지된다. 이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하는 단말기마다

브로드캐스트 암호키가 형성되고,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의 관리가 각 단말기에 의해 자율 분산하여 행해진다. 이에 의해,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의 관리를 자율 분산하여 행한다.

대표도

도 13

색인어

애드혹,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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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애드혹(Ad-hoc)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말기마다 서로 다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브

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암호화하여 은닉성을 유지하는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의 단말기, 및 이들에서의 처

리 방법 및 그 방법을 컴퓨터(단말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전자 기기의 소형화, 고성능화가 진행되어, 간단히 운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단말기가 필요한 장소에서 단말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축되는 네

트워크, 즉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특정한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지 않고, 각 단말기(예를 들면, 컴퓨터,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ce), 휴대 전화 등)가 자

율 분산하여 서로 접속된다. 이러한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정보의 송수신이나 사적인 교환이 제3자에게

방수(傍受)되지 않고 안심하여 행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에 의한 은닉성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및 복호화의 양자에서 동일한 공통키를 이용하는 공통키 암호 방

식과, 암호화에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복호화에는 비밀키를 이용하는 공개키 암호 방식의 2개의 암호 방식이 이용되고 있

다. 공통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 및 복호화를 고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통신의 당사자끼리가 사전에 모종의 방법

으로 공통키를 공유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키 암호 방식은 공통키 암호 방식에 비교하면 처리가 느리지만, 당사자 사

이끼리 키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공통키 암호의 고속성과 공개키 암호의 편리성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하여 공통키를 암호화하여 송신하

여, 당사자 간에 공유된 공통키로 실제의 통신 데이터의 암호화를 행하게 된다.

  이 통신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한 공통키는, 용도에 따라 유니캐스트 암호키와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로 분류된다. 유니캐

스트 암호키는 2개의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통신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그 2개의 단말기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공통

키이다. 한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는, 어떤 단말기로부터의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각 단말기에서 복호화하기 위해서 이용

되는 것으로, 브로드캐스트 통신에 관련된 모든 단말기 간에서 공유되는 공통키이다. 따라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는, 유

니캐스트 암호키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은닉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 때문에, 종래의 통신 시스템에서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는 네트워크 상의 특정한 장치에서 일원 관리되어, 브로드캐

스트 그룹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의 은닉성이 도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동 디바이스에 대하여 네트워크 소유자인

무선 캐리어가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미리 설정해둠으로써,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예

를 들면, 일본 특표 2002-501334호 공보(도 1) 참조).

  종래의 통신 시스템으로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는 일원 관리되어 있지만,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는 단말기는 항상

이동하여, 단말기의 참가 및 탈퇴가 빈번히 행해져서, 브로드캐스트 그룹을 구성하는 단말기를 고정할 수 없다. 또한, 무선

매체의 성질 상, 그와 같은 일원 관리를 행하는 장치로의 통신로가 항상 확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원 관리

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의 관리를 자율 분산하여 행하는데에 있

다. 특히,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무선 단말기가 관리 정보(예를 들면, 비컨 등)를 송신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유용하다.

  <발명의 개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은, 복수의 단말기에 의해 구성되는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으로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암호화하여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제1 단말기와,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수신하여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제2 단말기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단말기는 상기 제1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암호화하고, 상기 제

2 단말기는 상기 제1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한다. 이에 의

해, 단말기마다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자율 분산하여 설정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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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은, 상기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제2 단말기가, 상기 제1 단말

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제1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와의 조로 이루어지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과, 수신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始點) 단말기 식별자에 포함되는 상기 제1 단말기의 단

말기 식별자에 의해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을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제1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추

출하는 수단과, 추출된 상기 제1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에 따라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선택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은, 상기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제1 단말기가, 상기 제1 단말

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과,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상기 생성키 테이블에 보유된

상기 제1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단과, 암호화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단

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할 때에 단말기마다 서로 다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암호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와의 조로 이루

어지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과, 수신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브로드캐

스트 암호키를 추출하는 수단과, 추출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

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단말기마다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자율 분산하여 설정해두고,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에 따라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선택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에 대응하여 상기 다른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 및

상기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

과, 수신한 프레임의 종점(終點) 단말기 식별자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이면 상기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

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암

호키로서 추출하고, 상기 수신한 프레임의 종점 단말기 식별자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이외이면 상기 프레임의 시점 단

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유니

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암호키로서 추출하는 수단과, 추출된 상기 암호키에 의해 상기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단

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수신한 프레임의 종점 단말기 식별자에 따라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및 유니캐스트 암호키를 구

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자(自)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과,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의 페이로드를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단과, 암호화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

단을 구비한다. 이것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할 때에 단말기마다 서로 다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브로드캐

스트 프레임을 암호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자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과,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

별자에 대응하여 상기 다른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

리 리스트 테이블과, 송신하고자 하는 프레임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면 상기 생성키 테이블의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

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암호화하고, 송신하고자 하는 상기 프레임이 유니캐스트 프레임이면

상기 유니캐스트 프레임의 종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

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유니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암호화하는 수단과, 암호

화된 상기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송신하는 프레임의 종점 단말기 식별자에 따라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및 유니캐스트 암호키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송신처 단말기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자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암호화하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된 자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송신처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자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자단말기의 관리 하에서 배포한다는 작용을 초

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에 대응하여 상기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

유하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과, 송신처 단말기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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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암호화하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된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송신처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단

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자단말기가 관리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군(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자율 분산하여 배포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다른 단말기로부터 그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수신하는

수단과, 자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암호화하

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된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브로드캐스트 배포하는 수단을 구비한

다. 이에 의해,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자율 분산하여 배포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복호 방법은,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

스트 암호키와의 조로 이루어지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을 구비하는 단말기

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복호 방법으로서, 수신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

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추출하는 수

순과, 추출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순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에 따라서 복호화에 사용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선택 가능하게 한

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암호화 방법은, 자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

블을 구비하는 단말기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암호화 방법으로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상기 생성키

테이블에 보유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암호화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순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할 때에 단말기마다 서로 다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프

레임을 암호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배포 방법은,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

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수신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

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복호하는 수순과, 제2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

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2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

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제1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순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에서 서로의 브로

드캐스트 암호키를 배포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배포 방법은,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

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수신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

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복호하는 수순과, 상기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

드캐스트 암호키를 제2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

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제3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순을 구비한다. 이에 의해, 제1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를 제3 단말기에 브로드캐스트 배포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은,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와의 조로 이

루어지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을 구비하는 단말기에서, 수신한 브로드캐스

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추출하는 수순과, 추출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

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순을 단말기에 실행시키는 것이다. 이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

에 따라서 복호화에 사용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선택 가능하게 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은, 자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을 구비하는 단말기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상기 생성키 테이블에 보유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암호화

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순을 단말기에 실행시키는 것이다. 이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할 때에

단말기마다 서로 다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암호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을 초래한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은,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

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수신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

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복호하는 수순과, 제2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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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2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제

1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순을 상기 제2 단말기에 실행시키는 것이다. 이에 의해,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에서 서로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배포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은,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수신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복호하는 수순과, 상기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제2 단

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

호키를 제3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순을 상기 제2 단말기에 실행시키는 것이다. 이에 의해, 제1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

키를 제3 단말기에 브로드캐스트 배포한다는 작용을 초래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무선 단말기(30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속성 증명서 발행 단말기 리스트 테이블(61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속성 증명서 발행 단말기 리스트 테이블(610)에 보유되는 공개키 증명서(612)의 포맷

(710)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속성 증명서 테이블(620)에 보유되는 속성 증명서의 포맷(720)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및 유니캐스트 암호키의 기능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경로 테이블(68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통신 및 유니캐스트 통신에 이용되는 프레임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상호 인증의 수순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비컨 프레임(81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인증 요구 프레임(87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인증 응답 프레임(88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암호키 배포의 수순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세션키 배포 프레임(82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프레임(83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프레임 송신 시의 암호키 선택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프레임 송신 시의 암호키 선택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무선 단말기(300)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이다. 무선 단말기(300)는, 통신 처리부(320)와, 제어부(330)와, 표시부(340)와, 조작부(350)와, 스피커(360)와,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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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와, 메모리(600)를 구비하며, 이들 사이를 버스(380)가 접속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통신 처리부(320)에는

안테나(310)가 접속되어 있다. 통신 처리부(320)는 안테나(310)를 통하여 수신한 신호로부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층(데

이터링크층)의 프레임을 구성한다. 또한, 통신 처리부(32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층의 프레임을 안테나(310)를 통하여

송신한다.

  제어부(330)는 무선 단말기(300) 전체를 제어한다. 예를 들면, 통신 처리부(320)에 의해 구성된 프레임을 참조하여 소정

의 처리를 행한다. 또한, 제어부(330)는 타이머(335)를 갖고, 소정의 이벤트로부터의 경과 시간을 계시한다. 표시부(340)

는 소정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액정 디스플레이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조작부(350)는 무선 단말기(300)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조작 지시를 행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키보드나 버튼 스위치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스피커(360)는

음성을 출력하는 것으로, 무선 단말기(300)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다른 단말기와 음성 정보의 교환을 행

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마이크(370)는 무선 단말기(300)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음성 입력을 행하는 것으로, 다른 단말기와

음성 정보의 교환을 행하거나 조작 지시를 행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메모리(600)는 속성 증명서의 발행 단말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속성 증명서 발행 단말기 리스트 테이블(610)과, 무

선 단말기(300) 자신의 액세스 권한을 나타내는 속성 증명서를 보유하는 속성 증명서 테이블(620)과, 무선 단말기(300)

자신의 생성키에 관련된 정보로서 자단말기의 공개키와 비밀키와 공개키 증명서와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

키 테이블(650)과, 다른 단말기와의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 및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을 저장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속성 증명서 발행 단말기 리스트 테이블(610)의 구성예이다. 이 속성 증명서 발행 단

말기 리스트 테이블(610)은, 과거에 속성 증명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단말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속성 증명

서 발행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611) 각각에 대응하여, 공개키 증명서(612)를 보유하고 있다. 단말기 식별자(611)는 네

트워크 내에서 단말기를 일의적으로 식별하는 것이면 되어, 예를 들면 이더넷(등록상표)에서의 MAC(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개키 증명서(612)는, 대응하는 단말기 식별자(611)에 의해 식별되는 단말기의

공개키 증명서이다. 공개키 증명서란, 증명서 소유자(서브젝트)의 본인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명서 소유자의 공개키를

포함한다. 이 공개키 증명서는 증명서 발행자인 인증국(CA: Certificate Authority)에 의해서 서명된다.

  도 3은 속성 증명서 발행 단말기 리스트 테이블(610)에 보유되는 공개키 증명서(612)의 포맷(710)을 도시하는 도면이

다. 이 공개키 증명서의 포맷(710)은 크게 나누어서, 서명 전 증명서(711)와, 서명 알고리즘(718)과, 서명(719)으로 구성

된다. 서명 전 증명서(711)는 일련 번호(712)와, 발행자(714)와, 유효 기한(715)과, 소유자(716)와, 소유자 공개키(717)

를 포함한다.

  일련 번호(712)는 공개키 증명서의 일련 번호로서, 인증국에 의해서 채번된다. 발행자(714)는, 공개키 증명서의 발행자

인 인증국의 이름이다. 이 발행자(714)와 일련 번호(712)에 의해 공개키 증명서는 일의적으로 식별된다. 유효 기한(715)

은 공개키 증명서의 유효 기한이다. 소유자(716)는 공개키 증명서의 소유자의 이름이다. 소유자 공개키(717)는 소유자

(716)의 공개키이다.

  서명(719)은 공개키 증명서에 대한 인증국에 의한 서명으로, 서명 알고리즘(718)은 이 서명(719)을 위해 사용된 서명 알

고리즘이다. 서명 알고리즘은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2개에 의해 구성된다. 메시지 다이

제스트 알고리즘은, 해시 함수(요약 함수)의 하나로, 서명 전 증명서(711)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알고리즘

이다. 여기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란, 입력 데이터(서명 전 증명서(711))를 고정 길이의 비트 열로 압축한 것으로, 무인(拇

印)이나 지문(핑거 프린트) 등으로도 불린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으로서는, SHA-1(Secure Hash Algorithm 1),

MD2(Message Digest #2), MD5(Message Digest #5) 등이 알려져 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에 의해 얻어진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인증국의 비밀키에 의해 암호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이 공개키 암호 알

고리즘으로서는, 소인수 분해 문제에 기초한 RSA나 이산 대수 문제에 기초한 DSA 등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서명 전

증명서(711)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인증국의 비밀키에 의해 암호화한 것이 서명(719)으로 된다.

  따라서, 이 공개키 증명서의 서명(719)을 인증국의 공개키에 의해 복호함으로써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얻어진다. 공개키

증명서의 이용자는, 서명 전 증명서(711)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이용자 자신이 작성하고, 그것을 인증국의 공개키에 의

해 복호된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비교함으로써, 서명 전 증명서(711)의 내용이 개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검증할 수 있다.

  도 4는 속성 증명서 테이블(620)에 보유되는 속성 증명서의 포맷(720)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속성 증명서는 크게 나

누어서, 속성 증명 정보(721)와, 서명 알고리즘(728)과, 서명(729)으로 구성된다. 속성 증명 정보(721)는 소유자 공개키

증명서 식별자(723)와, 발행자(724)와, 일련 번호(722)와, 유효 기한(725)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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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공개키 증명서 식별자(723)는, 속성 증명서의 소유자의 공개키 증명서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

개키 증명서(710)(도 3)의 발행자(714)와 일련 번호(712)에 의해 식별한다. 발행자(724)는 속성 증명서의 발행자인 속성

인증국(AA: Attribute certificate Authority)의 명칭이다. 일련 번호(722)는 속성 증명서의 일련 번호로서, 속성 증명서의

발행자인 속성 인증국에 의해 채번된다. 이 일련 번호(722)와 발행자(724)에 의해 속성 증명서는 일의적으로 식별된다. 유

효 기한(725)은, 속성 증명서의 유효 기한이다.

  서명(729)은 속성 증명서에 대한 속성 인증국에 의한 서명이고, 서명 알고리즘(728)은 이 서명(729)을 위해 사용된 서명

알고리즘이다. 서명 알고리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술한 공개키 증명서의 서명 알고리즘(718)과 마찬가지로, 속성 증명

정보(721)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속성 인증국의 비밀키에 의해 암호화한 것이 서명(729)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속성 증명서의 서명(729)을 속성 인증국의 공개키에 의해 복호함으로써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얻어진다. 속성

증명서의 이용자는, 속성 증명 정보(721)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이용자 자신이 작성하고, 그것을 속성 인증국의 공개키

에 의해 복호된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비교함으로써, 속성 증명 정보(721)의 내용이 개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검증할 수 있

다.

  또, 본 명세서에서는 단말기 권한 인증 증명서의 일례로서 속성 증명서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예를 들면 XML 언어 등에

의해 단말기 권한을 기술해두고, 권한을 갖는 기관이 그것에 서명을 부여함으로써 작성된 것과 같은 것이어도 본 발명에서

의 단말기 권한 인증 증명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의 구성예이다. 이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

은 복호화에 이용되는 브로드캐스트 키 및 암호화 및 복호화에 이용되는 유니캐스트 키를 보유하는 것으로,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661)에 대응하여 상기 다른 단말기와의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602) 및 상기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

트 암호키(663)를 보유하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다.

  단말기 식별자(661)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른 단말기를 일의적으로 식별하는 것으로, 일례로서 MAC 어드레스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유니캐스트 암호키(662)는 대응하는 단말기 식별자(661)를 갖는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통신을 위해 정해

진 공통키이다. 이 유니캐스트 암호키(662)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단말기 A와 단말기 B 사이에서 사용되는 유니

캐스트 암호키를 「UK_AB」 등으로 표기한다. 또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663)는, 대응하는 단말기 식별자(661)을 갖는

단말기가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공통키이다. 이 브로드캐스트 암호키(663)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단말기 B로부터의 브로드캐스트 통신에서 사용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BK_B」 등으로 표기한다.

  또, 이들 유니캐스트 암호키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이용되는 공통키 알고리즘으로서는, 56 비트의 키의 길이를 갖는

DES(Data Encryption Standard), 128비트, 192비트 및 256비트의 3가지의 키의 길이를 갖는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등이 알려져 있다.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및 유니캐스트 암호키의 기능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는,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하는 각 단말기마다 정해진 것으로, 브로드캐스트 송신 단말기에서의 암

호화 및 브로드캐스트 수신 단말기에서의 복호화의 양자에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공통키이다. 예를 들면, 단말기 A의 브로

드캐스트 암호키(BK_A)는 단말기 A가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송신할 때의 암호화에 사용되고, 단말기 A 이외의 단말기가

단말기 A로부터의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수신할 때의 복호화에 사용된다.

  한편, 유니캐스트 암호키는 단말기쌍마다 정해져 있고, 단말기쌍에서의 통신의 암호화 및 복호화의 양자에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공통키이다. 예를 들면, 단말기 A와 단말기 B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UK_AB)는, 단말기 A가 단말기 B에 유니

캐스트 통신을 송신할 때의 암호화 및 단말기 B가 단말기 A로부터의 유니캐스트 통신을 수신할 때의 복호화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말기 B가 단말기 A에 유니캐스트 통신을 송신할 때의 암호화 및 단말기 A가 단말기 B로부터의 유니캐

스트 통신을 수신할 때의 복호화에도 사용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경로 테이블(680)의 구성예이다. 이 경로 테이블(680)은 종점 단말기에 프레임을 도

달시키기 위한 전송처 단말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종점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681)에 대응하여 프레임의

전송처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682) 및 유효 시간(683)을 보유하는 경로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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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점 단말기 식별자(681) 및 전송처 단말기 식별자(682)에서의 단말기 식별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른 단말기를 일의

적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임의의 단말기에 최종적으로 프레임을 배송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단말기에 프레임을 전송해

야 할지를 나타내고 있다.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이 시시각각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로 테이블(680)에 보유되는

정보도 오래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효 시간(683)에 의해서, 대응하는 정보의 선도(鮮度)를 관리한다. 예를

들면, 정보 갱신 시 혹은 정보 갱신으로부터의 경과 시간을 유효 시간(683)에 기록해감으로써, 소정 시간 이상 경과한 정보

를 삭제 혹은 갱신하는 것이 생각된다. 이들 시간을 계시하기 위해서 제어부(330)의 타이머(335)가 사용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통신 및 유니캐스트 통신에 이용되는 프레임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

다. 프레임(800)은 헤더부(801)와, 페이로드부(802)로 구성된다. 또한, 헤더부(801)는 시점 단말기 식별자(803)와, 종점

단말기 식별자(804)와, 송신 단말기 식별자(805)와, 수신 단말기 식별자(806)와, 프레임 종별(807)과, 속성 증명서의 유무

(808)를 포함한다. 시점 단말기 식별자(803)는, 이 프레임을 최초로 발신한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이다. 또, 단말기 식별

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내에서 단말기를 일의적으로 식별하는 것이면 되고, 예를 들면 이더넷(등록상표)에서의

MAC 어드레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종점 단말기 식별자(804)는, 이 프레임의 최종 수신처의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이

다.

  송신 단말기 식별자(805) 및 수신 단말기 식별자(806)는, 프레임을 중계할 때에 이용된다.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

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단말기가 직접 통신할 수 있다고 한정하지는 않고, 전파가 닿지 않는 단말기에 프레임을 송신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말기를 통하여 멀티홉에 의해 통신 경로를 확립해야한다. 이 경우에 프레임의 송수신을 행하는

단말기 간에서 사용되는 것이 송신 단말기 식별자(805) 및 수신 단말기 식별자(806)이다. 프레임 종별(807)은 프레임의

종별을 나타내는 것이다.

  페이로드부(802)에는 통신의 내용인 데이터(809)가 저장된다. 이 페이로드부(802)가 유니캐스트 암호키 및 브로드캐스

트 암호키에 의한 암호화 및 복호화의 대상으로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의 동작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단말기가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할 때에 단말기 간에서 속성 증명서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도 9)을 행하고, 서

로의 인증에 성공한 후에 쇼트키의 배포, 유니캐스트 암호키의 생성,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의 배포를 행한다(도 13). 이

들 도 9 및 도 13에서의 각 처리는 무선 단말기(300)에서의 제어부(330)에 의해 실현된다.

  또, 상호 인증에 이용되는 속성 증명서는 미리 적절하게 발행되어, 각 단말기의 속성 증명서 테이블(620)(도 1)에 보유되

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속성 증명서의 검증에 필요한 속성 증명서 발행 단말기의 공개키는, 각 단말기의 속성 증

명서 발행 단말기 리스트 테이블(610)의 공개키 증명서(612)(도 2)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상호 인증의 수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서는, 각 단말기는 정기적으로 비컨을 송신하고, 다른 단말기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하에서는, 단말

기 B의 비컨을 트리거로 하여 단말기 A가 인증 요구를 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최종적으로 서로 인증이 행해지면 되고,

어느 하나의 단말기의 비컨을 트리거로 해도 된다.

  우선, 단말기 B가 비컨(2111)을 송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211). 이 비컨(2111)의 프레임 구성은 도 10과 같다. 비컨

프레임(810)은, 도 8에서 설명한 프레임(800)의 구성에 기초한 것으로, 헤더부(811) 및 페이로드부(812)로 나누어지는 점

도 마찬가지이다. 각 단말기 식별자(813∼816)도 도 8의 각 단말기 식별자(803∼806)와 마찬가지이다. 비컨 프레임(810)

에서는, 종점 단말기 식별자(814)에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예를 들면, 모든 비트에 1)가 설정된다. 프레임 종별(817)

은, 여기서는 비컨 프레임인 것을 나타낸다. 속성 증명서의 유무(818)는, 네트워크 자원에 액세스하는 권한을 나타내는 속

성 증명서를 비컨 프레임의 송신원 단말기가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속성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취

지를 이 속성 증명서의 유무(818)가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인증을 진행시킬 수는 없어, 예를 들면 속성 증명서의

취득을 촉구하는 등의 처치를 채용하는 것이 생각된다.

  단말기 A는, 단말기 B로부터 송신된 비컨(2111)을 수신하면(111), 비컨 프레임(810)의 속성 증명서의 유무(818)를 체

크한다. 단말기 B가 속성 증명서를 갖고 있다고 판정하면, 단말기 A는 단말기 B에 대하여 단말기 A를 인증하도록 인증 요

구 메시지(1122)를 송신한다(112). 이 인증 요구 메시지(1122)의 프레임 구성은 도 11과 같다. 인증 요구 프레임(87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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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서 설명한 프레임(800)의 구성에 기초한 것이고, 헤더부(871) 및 페이로드부(872)로 나누어지는 점도 마찬가지이

다. 각 단말기 식별자(873∼876)도 도 8의 각 단말기 식별자(803∼806)와 마찬가지이다. 프레임 종별(877)은, 여기서는

인증 요구 프레임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 인증 요구 프레임(870)에서는 페이로드부(872)의 데이터(879)로서, 송신원인 단말기 A의 공개키 증명서

(8791) 및 속성 증명서(8792)가 포함된다. 단말기 A의 공개키 증명서(8791)는 단말기 A의 생성키 테이블(650)에 미리

저장된 것으로, 단말기 A의 속성 증명서(8792)는 단말기 A의 속성 증명서 테이블(620)에 미리 저장된 것이다.

  단말기 B는 단말기 A로부터 송신된 인증 요구 메시지(1122)를 수신하면, 그 내용으로부터 단말기 A를 인증한다(212).

구체적으로는, 속성 증명서 발행 단말기 리스트 테이블(610)의 공개키 증명서(612)(도 2)로부터 속성 인증국의 공개키를

추출하고, 이 공개키에 의해서 인증 요구 메시지(1122)에 포함되는 속성 증명서(8792)의 서명(729)(도 4)을 복호함으로

써 서명 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얻는다. 그리고, 속성 증명서(8792)의 속성 증명 정보(721)(도 4)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를 새롭게 생성한다. 이 새롭게 생성된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서명 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 만일 이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속성 증명서는 서명 후에 개찬될 가능성이 있어, 속성 증명서의 검증은 실패로

된다. 양자가 일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한 인증 요구 메시지(1122)에 포함되는 속성 증명서(8792)의 소유자 공개키 증

명서 식별자(723)(도 4)가 인증 요구 메시지(1122)에 포함되는 공개키 증명서(8791)의 발행자(714) 및 일련 번호

(712)(도 3)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것이 일치하면, 공개키 증명서의 소유자인 단말기 A는 속성 증명서의 소유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 이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속성 증명서의 소유자는 단말기 A가 아니고, 속성 증명서의 검증은 실

패로 된다.

  단말기 A의 인증(212)에 성공하면, 단말기 B는 단말기 A의 인증에 성공한 것을 통지하는 인증 성공 메시지(2131)을 단

말기 A로 송신한다(213). 이 인증 성공 메시지(2131)의 인증 응답 프레임 구성은 도 12와 같다. 인증 응답 프레임(880)은,

도 8에서 설명한 프레임(800)의 구성에 기초한 것으로, 헤더부(881) 및 페이로드부(882)로 나누어지는 점도 마찬가지이

다. 각 단말기 식별자(883∼886)도 도 8의 각 단말기 식별자(803∼806)와 마찬가지이다. 인증 성공 메시지(2131)의 경

우, 프레임 종별(887)은 인증 성공 프레임으로 된다. 이 인증 응답 프레임(880)에서는, 또한 응답 이유 종별(888)을 포함

하지만, 인증 성공인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는 없다.

  또, 단말기 A의 속성 증명서의 검증(212)에 실패하면, 단말기 B는 단말기 A의 인증에 성공한 것을 통지하는 인증 실패

메시지를 단말기 A로 송신하게 된다. 이 인증 실패 메시지의 인증 응답 프레임 구성은 도 12에 의해 설명한 바와 같다. 단,

인증 실패 메시지의 경우, 프레임 종별(887)은 인증 실패 프레임으로 되고, 응답 이유 종별(888)에는 인증에 실패한 이유

로서 속성 증명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불일치, 속성 증명서 실효 등의 사유가 코드화되어 나타난다. 이들 인증 성공 메시

지(2131) 또는 인증 실패 메시지는 단말기 A에서 수신되어 확인된다(113).

  단말기 A의 속성 증명서의 검증(212)에 성공하면, 또한 단말기 B는 단말기 A에 대하여 단말기 B를 인증하도록 인증 요

구 메시지(2141)를 송신한다(214). 이 인증 요구 메시지(2141)의 프레임 구성은 상술한 도 11과 마찬가지로, 송신원인 단

말기 B의 공개키 증명서(8791) 및 속성 증명서(8792)가 포함된다.

  단말기 A는, 단말기 B로부터 송신된 인증 요구 메시지(2141)를 수신하면, 그 내용으로부터 단말기 B를 인증한다(114).

이 인증의 내용은, 이미 설명한 단말기 B에서의 단말기 A의 인증(212)과 마찬가지로서, 속성 증명서의 검증, 및 속성 증명

서의 소유자의 확인 등을 행한다.

  단말기 B의 인증(212)에 성공하면, 단말기 A는 단말기 B의 인증에 성공한 것을 통지하는 인증 성공 메시지(1152)를 단

말기 B로 송신한다(115). 이 인증 성공 메시지(1152)의 인증 응답 프레임 구성은 상술한 도 12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단

말기 B의 속성 증명서의 검증(212)에 실패한 경우에는, 단말기 A는 단말기 B의 인증에 성공한 것을 통지하는 인증 실패

메시지를 단말기 B로 송신하게 된다. 이 인증 실패 메시지의 인증 응답 프레임 구성도 도 12에 의해 설명한 바와 같다. 이

들 인증 성공 메시지(1152) 또는 인증 실패 메시지는 단말기 B에서 수신되고 확인된다(215).

  이와 같이 하여, 단말기 A 및 단말기 B에서 서로의 단말기의 인증에 성공하면 상호 인증은 완료되고, 다음으로 암호키의

배포를 행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암호키 배포의 수순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여기서, 단말기 A(100)는 신규로 네트워

크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는 단말기이고, 단말기 B(200)는 이미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속성 증명서 발행 단말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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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단말기 A는 단말기 B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기 위한 세션키를 생성한다(121). 이 세션키는 단말기 A와 단말기 B 사

이의 공통키로서, 난수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단말기 A는 이 세션키를 단말기 B의 공개키에 의해 암호화하여 세션키

배포 메시지(1222)로서 단말기 B에 송신한다(122). 이 세션키 배포 메시지(1222)의 세션키 배포 프레임 구성은 도 14와

같다. 세션키 배포 프레임(820)은, 도 8에서 설명한 프레임(800)의 구성에 기초한 것으로, 헤더부(821) 및 페이로드부

(822)로 나누어지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각 단말기 식별자(823∼826)도 도 8의 각 단말기 식별자(803∼806)와 마찬가지

이다. 프레임 종별(827)은 세션키 배포 프레임으로 된다. 페이로드부(822)의 데이터(829)에는 세션키(8291)가 포함된다.

  또, 이 세션키 배포 프레임의 페이로드부(822)는 유니캐스트 암호키 또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한 암호화 또는 복호

화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고, 수신 단말기의 공개키로 암호화되고, 수신 단말기의 비밀키로 복호화된다. 단말기 A는 상호

인증의 단계에서 단말기 B의 공개키 증명서를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 공개키(717)(도 3)에 의해 단말기 B의 공

개키를 얻을 수 있다.

  단말기 B는, 단말기 A로부터 송신된 세션키 배포 메시지(1222)를 수신하면, 세션키(8291)를 단말기 B의 비밀키에 의해

복호화한다(222). 이에 의해, 단말기 A 및 단말기 B 사이에서 동일한 세션키를 공유하게 된다.

  그 후, 단말기 A 및 단말기 B는, 세션키로부터 유니캐스트 암호키(UK_AB)를 생성한다(123, 223). 이 유니캐스트 암호

키는, 세션키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또한 이 세션키를 종(시드)으로 하여 해시 함수에 의해 새롭게 유니캐스트 암호키를

생성하도록 해도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단말기 A와 단말기 B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UK_AB)는 양 단말기의 암

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의 대응하는 유니캐스트 암호키(662)(도 5)에 저장된다.

  다음에, 단말기 A는, 미리 생성해둔 단말기 A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BK_A)와 단말기 A의 단말기 식별자와의 쌍을 단

말기 B와의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UK_AB)에 의해 암호화하여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1242)로서 단말기 B로

송신한다(124). 이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1242)의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프레임 구성은 도 15와 같다. 브로드캐스

트 키 배포 프레임(830)은, 도 8에서 설명한 프레임(800)의 구성에 기초한 것으로, 헤더부(831) 및 페이로드부(832)로 나

누어지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각 단말기 식별자(833∼836)도 도 8의 각 단말기 식별자(803∼806)와 마찬가지이다. 프레

임 종별(837)은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프레임으로 된다. 페이로드부(832)의 데이터(839)에는 단말기 식별자(8391)와 브

로드캐스트 암호키(8392)와의 쌍이 포함된다. 단말기 A는 단말기 A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BK_A)(8392)를 생성키 테이

블(650)에 보유하고 있다. 또한,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1242)의 페이로드부(832)의 암호화에 이용하는 유니캐스

트 암호키(UK_AB)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의 유니캐스트 암호키(662)(도 5)에 보유하고 있다.

  단말기 B는 단말기 A로부터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1242)를 수신하면,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1242)의 페

이로드부(832)를 단말기 A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UK_AB)에 의해 복호화한다(224). 이에 의해, 단말기 A의 브로드

캐스트 암호키와 단말기 식별자를 취득한다. 그리고,이 단말기 A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단말기 A의 단말기 식별자와

관련시켜,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663)(도 5)에 저장한다.

  그리고, 단말기 B는 단말기 A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BK_A)와 단말기 A의 단말기 식별자와의 쌍을 단말기 B의 브로드

캐스트 암호키(BK_B)에 의해 암호화하여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2244)로서 다른 단말기에 브로드캐스트로 송신한

다(225). 이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2244)의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프레임 구성은 상술한 도 15와 같지만, 종점 단

말기 식별자(834)에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예를 들면, 모든 비트에 1)가 설정된다.

  단말기 B로부터의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2244)를 수신한 다른 단말기(400)(예를 들면, 단말기 C나 단말기 D)는,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2244)의 페이로드부(832)를 단말기 B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BK_B)에 의해 복호화한다

(425). 이에 의해, 단말기 A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와 단말기 식별자를 취득한다. 그리고, 이 단말기 A의 브로드캐스트 암

호키를 단말기 A의 단말기 식별자와 관련지어,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663)(도 5)에 저

장한다.

  또한, 단말기 B는 단말기 B의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에 포함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663)의 모두를 각각의

단말기 식별자(661)과 쌍으로 하여, 단말기 A와의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UK_AB)에 의해 암호화하여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2261)로서 단말기 A로 송신한다(226). 이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2261)의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프레임 구성은 상술한 도 15와 같지만, 페이로드부(832)에는 단말기 식별자(8391)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8392)의 쌍이

복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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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B로부터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2261)를 수신한 단말기 A는, 브로드캐스트 키 배포 메시지(2261)의 페이

로드부(832)를 단말기 B와의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UK_AB)에 의해 복호화한다(126). 이에 의해, 다른 단말기의 브

로드캐스트 암호키와 단말기 식별자와의 쌍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들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각각의 단말

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관련시켜,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663)(도 5)에 저장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의 각 단말기의 암호키 선택 알고리즘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

하여 설명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프레임 송신의 때의 암호키 선택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의 프레임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에서는 종점 단말기 식별자(804)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이기 때문에(단계 S921), 자단말기의 브로

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페이로드부(802)를 암호화한다(단계 S922). 한편,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아니면 종점 단말기 식

별자(804)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이외이기 때문에(단계 S921), 종점 단말기 식별자(804)와 일치하는 단말기 식별자

(661)에 대응하는 유니캐스트 암호키(662)를 도 5의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로부터 추출하고, 그 유니캐스트 암

호키에 의해 페이로드부(802)를 암호화한다(단계 S923). 그 후, 암호화된 프레임은 하위층으로 송출된다(단계 S924).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프레임 수신의 때의 암호키 선택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의 프레임에서,

종점 단말기 식별자(804)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이면(단계 S911), 시점 단말기 식별자(803)와 일치하는 단말기 식별자

(661)에 대응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키(663)를 도 5의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로부터 추출하고, 그 브로드캐스

트 암호키에 의해 페이로드부(802)를 복호화한다(단계 S912).

  종점 단말기 식별자(804)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가 아니라(단계 S911), 자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이면(단계 S913),

시점 단말기 식별자(803)와 일치하는 단말기 식별자(661)에 대응하는 유니캐스트 암호키(662)를 도 5의 암호키 관리 리

스트 테이블(660)로부터 추출하고, 그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페이로드부(802)를 복호화한다(단계 S914). 단계 S912

또는 단계 S914에서 복호화된 프레임은 상위층에서 처리된다(단계 S915).

  한편, 종점 단말기 식별자(804)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가 아니고(단계 S911), 자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도 아니면(단

계 S913), 그 프레임은 차점의 단말기로 전송된다(단계 S916). 차점의 단말기는 프레임(800)의 종점 단말기 식별자

(804)(도 8)와 일치하는 종점 단말기 식별자(681)를 경로 테이블(680)(도 7)로부터 추출하고, 대응하는 전송처 단말기 식

별자(682)를 참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르면,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660)에 있어서 단말기 식별자(661)에 관련지어 브

로드캐스트 암호키(663)를 보유해둠으로써, 단말기마다 서로 다른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브로드캐

스트 암호키는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행하는 단말기 자신이 생성하고 도 13의 시퀀스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따라

서,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과 같이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의 일원 관리가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의

관리를 각 단말기에 있어서 자율 분산하여 행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실시 형태는, 네트워크에 속하는 모든 단말기로 균등하게 배송하는 브로드캐스트에 관한 것이지만, 이

「브로드캐스트」의 어귀는 엄격히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멀티캐스트」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의 변형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설명한 처리 수순은 이들 일련의 수순을 갖는 방법으로서 파악해도 되고, 이들 일련의 수순을 컴퓨터에 실

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기록 매체로서 파악해도 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의 설명으로 분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의 관리

를 자율 분산하여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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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복수의 단말기에 의해 구성되는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으로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암호화하여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제1 단말기와,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수신하여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제2 단말기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단말기는 상기 제1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암

호화하고,

  상기 제2 단말기는 상기 제1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

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기는,

  상기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제1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와의 조로 이루어지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과,

  수신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에 포함되는 상기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에 의해 상기 암호키 관

리 리스트 테이블을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제1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추출하는 수단과,

  추출된 상기 제1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기는,

  상기 제1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과,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상기 생성키 테이블에 보유된 상기 제1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

해 암호화하는 수단과,

  암호화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애드혹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다른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와의 조로 이루어지는 암호키 관리 리스

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과,

  수신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

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추출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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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5.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에 대응하여 상기 다른 단말기와의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 및 상기 다른 단말기에 할당

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과,

  수신한 프레임의 종점 단말기 식별자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이면 해당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암호키로서

추출하고, 상기 수신한 프레임의 종점 단말기 식별자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이외이면 해당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

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유니캐스트 암

호키를 상기 암호키로서 추출하는 수단과,

  추출된 상기 암호키에 의해 상기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6.

  자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과,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단과,

  암호화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7.

  자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과,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에 대응하여 상기 다른 단말기와의 사이의 유니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암호키 관리 리스

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과,

  송신하고자 하는 프레임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면 상기 생성키 테이블의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

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암호화하고, 송신하고자 하는 상기 프레임이 유니캐스트 프레임이면 상기 유니캐스트 프레

임의 종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

는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유니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암호화하는 수단과,

  암호화된 상기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8.

  송신처 단말기에 할당된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자단말기의 단말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암호화하는 수단

과,

  상기 암호화된 자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송신처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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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에 대응하여 상기 다른 단말기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적

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과,

  송신처 단말기에 할당된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암호화하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된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송신처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10.

  다른 단말기로부터 상기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수신하는 수단과,

  자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암호화하

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된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브로드캐스트 배포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11.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다른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와의 조로 이루어지는 암호키 관리 리스

트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을 구비하는 단말기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복호 방법으로서,

  수신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

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추출하는 수순과,

  추출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순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복호 방법.

청구항 12.

  자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을 구비하는 단말기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암

호화 방법으로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상기 생성키 테이블에 보유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암호화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순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암호화 방

법.

청구항 13.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를 수신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복호하는 수순과,

  제2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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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암호화된 제2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제1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순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제2 단말기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배포 방법.

청구항 14.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를 수신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복호하는 수순과,

  상기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제2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

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제3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순을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제2 단말기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배포 방법.

청구항 15.

  다른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다른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와의 조로 이루어진 암호키 관리 리스트

를 적어도 하나 갖는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이블을 구비하는 단말기에서,

  수신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시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를 상기 암호키 관리 리스트 테

이블로부터 검색하여 대응하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추출하는 수순과,

  추출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복호하는 수순을 단말기에 실행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16.

  자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보유하는 생성키 테이블을 구비하는 단말기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상기 생성키 테이블에 보유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암호화된 상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송신하는 수순을 단말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17.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를 수신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복호하는 수순과,

  제2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2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제1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순을 상기 제2 단

말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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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간의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

를 수신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상기 유니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복호하는 수순과,

  상기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제2 단말기에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암호키에 의해 암호화

하는 수순과,

  상기 암호화된 제1 단말기의 단말기 식별자 및 브로드캐스트 암호키를 제3 단말기에 송신하는 수순을 상기 제2 단말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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