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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GTEK:Group Traffic Encryption Key) 관리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이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리 방법에서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Multicast

Broadcast Service)들과 같은 그룹 트래픽 서비스의 보안을 위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기지국에서 주기적으로 생성하

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보다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을 길도록 설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여러 번의 그룹 트

래픽 암호화 키의 갱신에 한 번의 그룹 키 암호화 키의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소비되는 무선 자원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그룹 트래픽 서비스용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

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만료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내에 만료되는 경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상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생성하여 단말로 전달하는 단계; 및

c)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내에 만료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여기서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는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됨-를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생성하여 단말로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가,

i)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특정 갱신 시점이 경과하기 전에 상기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단계;

ii) 상기 생성된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상기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전용채널을 통해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는 단말들에게 개별적으로 송신하는 단계;

iii) 상기 특정 갱신 시점이 경과한 후에 상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상기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사용

하여 암호화하는 단계; 및

iv) 상기 암호화된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상기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방송 채널을 통해 모든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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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보다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그룹 키 암호

화 키의 유효 시간이 길도록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

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가,

i) 상기 현재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특정 갱신 시점이 경과한 후에 상기 다음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ii) 상기 생성된 다음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상기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방송 채널을 통해 모든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5.

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갱신 시점은 상기 기지국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그룹 트래픽 서비스용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시간(M&B TEK

Grace Time)에 기초하여 설정되며,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의 만료 시점으로부터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용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시간만큼 이전의 시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생성되는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고있는 각각의 단말로 송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룹 키 암호화 키 갱신 모드의 그룹 키 갱신 메시지, 상기 b) 단계에서 생성되는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모든 단말로 송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모드의 그룹 키 갱신 메시지 및 상기 c) 단계에서 생

성되는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모든 단말로 송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모드의 그룹 키 갱

신 메시지는 동일한 형식의 그룹 키 갱신 메시지(PKMv2 Group-Key-Update-Comman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

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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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룹 키 암호화 키 갱신 모드의 그룹 키 갱신 메시지는,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인증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키 일련 번호; 및

상기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 주기 동안 유효한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들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룹 키 암

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를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모드의 그룹 키 갱신 메시지는,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룹 키 암호화

키 일련 번호; 및

상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주기 동안 유효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들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를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키 갱신 메시지는,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매핑되는 SA(Security Association)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GSAID(Group Security

Association Identity);

상기 메시지가 그룹 키 암호화 키 갱신 모드의 그룹 키 갱신 메시지인지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모드의 그룹 키 갱신

메시지인지의 여부를 구별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키 푸시 모드;

악의적인 공격자로부터의 되풀이 공격(replay attack)으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 푸시 카운터; 및

상기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CMAC-Digest 또는 HMAC-Digest

를 더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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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는 각각의 단말에게 고유하게 할당된 인

증키로부터 도출된 키 암호화 키(KEK: Key Encryption Key)로부터 암호화되어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

는 각 단말에게 전달되는 그룹 키 암호화 키;

상기 그룹 키 암호화 키에 대한 유효 시간을 나타내는 그룹 키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및

그룹 키 암호화 키를 갱신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그룹 키 암호화 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룹 키 암호화 키

일련 번호

를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는,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해당하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하고, 상기 서비스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그룹 키 암호

화 키를 가지고 암호화되어 단말에게 전달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에 대한 유효 시간을 나타내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유효 시간;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갱신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룹 트래

픽 암호화 키 일련 번호; 및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갱신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각각이 어떤 그룹 키 암호화 키를 가지

고 암호화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며, 해당 그룹 키 암호화 키 일련번호와 매핑 관계를 가지는 관련 그룹 키 암

호화 키 일련 번호

를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2.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그룹 트래픽 서비스용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단말로부터 수신된 키 요청 메시지를 통해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제공을 요청받는 단계;

b)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해 사용중인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해 사용중인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특

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룹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처음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및 상기

처음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처음의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생성하여 키 응답 메시지를 통해 상

기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해 사용중인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사용중

인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중인 그룹 키 암호화 키가 포함된 키 응답 메

시지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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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 단계에서 생성되는 처음의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상기 처음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보다

길도록 설정되고,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단말로 송신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과 상기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들은 각

각의 키들에 해당하는 남아 있는 유효 시간들로 설정되어 상기 단말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상기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데 사용되는 키 응답 메시지는,

현재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동안 사용될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현재 그룹 트래

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다음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동안 사용될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다음 그룹 트래

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현재의 그룹 키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동안 사용될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및

다음의 그룹 키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동안 사용될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를 포함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특정 갱신 시점이 경과하기 전에, 상기 단말－여기서 단말

은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 제공을 처음 요청하는 단말임－로부터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기지국은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와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키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특정 갱신 시점이 경과한 후에 상기 단말－여기서 단말은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 제공을 처음 요청하는 단말임－로부터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요청이 있고, 상기 현

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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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은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상기 다음 그

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및 상기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키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

말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특정 갱신 시점이 경과한 후에 상기 단말－여기서 단말은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 제공을 처음 요청하는 단말임－로부터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요청이 있고, 상기 현

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

상기 기지국은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및 상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키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특정 갱신 시점이 경과한 후에 상기 단말－여기서 단말은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단말임－로부터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요청이 있고, 상기 현

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는 경우,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와 상기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키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특정 갱신 시점이 경과한 후에 상기 단말－여기서 단말은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단말임－로부터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요청이 있고, 상기 현

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키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19.

제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그룹 트래픽 서버, 인증을 요구하는 노드(Authenticator) 또는 MBS 서버를 포함하는 망 노드가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경우, 상기 망 노드가 상기 망 노드에 접속되며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무선 채널

을 통해 단말들에게 제공하는 기지국으로 상기 생성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전달하여 상기 단말

들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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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망 노드는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상기 기지국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망 노드는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또는 상기 그룹 키 암호화 키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망 노드가 상기 요

청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생성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또는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상기 기지국에게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트래픽 암호화 키(Traffic Encryption Key:TEK) 갱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

다 구체적으로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멀티캐스트(Multicast) 서비스,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서비스 또는

MBS(Multicast Broadcast Service) 중 어느 하나(이하 "그룹 트래픽 서비스"라고 함)용 트래픽 암호화 키, 즉 그룹 트래

픽 암호화 키(Group Traffic Encryption Key)를 갱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 휴대 인터넷은 종래의 무선 LAN과 같이 고정된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AP)를 이용하는 근거리 데이터 통신

방식에 이동성(mobility)을 더 지원하는 차세대 통신 방식이다. 이러한 무선 휴대 인터넷은 다양한 표준들이 제안되고 있

으며, 현재 IEEE 802.16을 중심으로 휴대 인터넷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IEEE 802.16은 기본적으로 도

시권 통신망(Metropolitan Area Network, MAN)을 지원하는 규격으로서, 구내 정보 통신망(LAN)과 광역 통신망(WAN)

의 중간 정도의 지역을 망라하는 정보 통신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IEEE 802.16 무선 MAN 시스템에서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능은 서비스의 안정성 및 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IEEE 802.16 무선 MAN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보안 키 갱신 프로토콜인 PKMv2(Privacy Key Management Version 2)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PKMv2에서 트

래픽 암호화 키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갱신하여 새로운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 및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 단말과 기지국은 동일한 트래픽 암호화 키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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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EEE 802.16 무선 MAN 시스템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에 해당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Group Traffic Encryption Key: GTEK, 이하 "GTEK"라고 함) 갱신 방법에 있어서, 유니캐스트(Unicast) 서비

스용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 무선 구간 신호 채널의 사용 부하가 매우 커지게 되는 등의 문

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5-0089736호가 있으며, 여기서는 멀티캐스

트 서비스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용 트래픽 암호화 키를 갱신할 때 기지국에서 자동으로 트래픽 암호화 키(Traffic

Encryption Key: TEK, 이하 "TEK"라고 함)를 갱신하여 방송 채널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2가지 방식

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2가지 방식 중에서, 특히 TEK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그룹 키 암호화키(Group Key

Encryption Key: GKEK, 이하 "GKEK"라고 함)를 먼저 갱신하여 분배하고, 이 후 TEK도 갱신하여 상기 갱신된 GKEK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새로운 TEK를 방송 채널을 사용하여 기지국이 모든 단말로 전달하는 방식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종래의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에서 TEK를 갱신할 때 기지국은 상기 서

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에게 끊임없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 동안 유효한 TEK에 대한 갱신 절

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같이, 기지국이 다음 시간 동안 유효한 TEK를 단말들에게 방송 채널을 통해 전달하기 때

문에, TEK 자체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하고, 이 때의 입력키로서 GKEK가 사용된다. 특히, 여기서는 TEK의 유효 시간과

GKEK의 유효 시간이 동일하고, TEK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가 TEK가 유효한 시간 동안 갱신되어 새롭게 할당받은

GKEK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따라 기지국이 TEK를 갱신할 때마다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 각각에게 동일한 GKEK

를 알려주기 위해서 GKEK 갱신 모드의 Key Update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자체는 비효율적이다. 특히, 상기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서비스 사업자가 TEK의 유효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을 경우,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단말들에게 일일이 보내어지는 GKEK 갱신 모드의 Key Update Command 메시지에 대한 전송

회수가 TEK 갱신 모드의 Key Update Command 메시지의 전송 회수와 비례하여 많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GKEK 갱신

모드의 Key Update Command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높은 처리양과 무선 구간에 많은 자원을 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TEK의 유효 시간을 줄이는 경우,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전보다

TEK 갱신이 많아지고, 이로인해 GKEK의 갱신 또한 많아지므로 GKEK 갱신 모드의 Key Update Command 메시지를 더

보내기 위한 자원의 소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GKEK 갱신 모드의 Key Update Commnad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선 구간 자원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에 대

한 트래픽 암호화 키를 갱신할 때 사용하는 GKEK에 대한 효율적인 갱신을 수행하여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은

강화하고 필요로 하는 무선 구간 자원은 감소시키는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

법은,

a)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

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만료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상기 현재 그

룹 트래픽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내에 만료되는 경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상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

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생성하여 단말로 전달

하는 단계; 및 c)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유효 시간 내에 만료되지 않

는 경우,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여기서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는 상기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

화됨-를 상기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 내에 생성하여 단말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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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말로부터 수신된 키 요청 메시지를 통해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제공을 요청받는 단계; b)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해 사용중인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가 존재하는 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해 사용중인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룹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처음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및 상기 처음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처음의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생성하여

키 응답 메시지를 통해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해 사용중인 그룹 트래픽 암

호화 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사용중인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

하는데 사용중인 그룹 키 암호화 키가 포함된 키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c) 단계에서

생성되는 처음의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상기 처음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보다 길도록 설정되고,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단말로 송신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과 상기 그룹 키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들은 각

각의 키들에 해당하는 남아 있는 유효 시간들로 설정되어 상기 단말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그룹 트래픽 서버, 인증을 요구하는 노드(Authenticator) 또는 MBS 서버를 포함하는 망 노드가 상기 그룹 트래픽 암

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경우, 상기 망 노드가 상기 망 노드에 접속되며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무선

채널을 통해 단말들에게 제공하는 기지국으로 상기 생성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전달하여 상기

단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

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

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세한 설명 전에, 본 발명의 실시예 전반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모든 암호화 키들은 키 자체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효 시간을 가지고 있다. 유효 시간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

간동안에 해당 암호화 키가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트래픽 서비스를 안전하고 끊임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암호화 키들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되고, 특히 현재 사용중인 해당 암호화 키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암호화

키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이하의 실시예에서 언급되는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그리

고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지국에서 단말에게 제공하는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라 하고, 이 현재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에 대한 유효 시간이 만료된 후 기지국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암호화

하기 위해 새로이 사용되는 키를 다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라 정의한다. 또한, 기지국에서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는 단말에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전달할 때 상기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는 키를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라 하고, 이 현재 그룹 키 암호화 키에 대한 유효 시간이 만료된 후 기지국이 단말에게 새로이 전달

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기 위해 새로이 사용되는 키를 다음 그룹 키 암호화 키라 정의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에서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 중 어느

하나인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해당하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TEK)를 그룹 트래픽 암

호화 키(Group TEK: "GTEK")라 하고, 이 GTEK의 유효 시간과 이 GTEK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그룹 키 암호화 키

(Group Key Encryption Key: "GKEK")의 유효 시간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는 GKEK의 유효 시간이 GTEK의 유효 시간보다 크도록 설정한다. 즉, GTEK의 갱신 주기보다 GKEK의 갱신 주기가 길도

록 설정한다. 예를 들어,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는 실시예에서는 GKEK의 유효 시간이 GTEK의 유효 시간의 n(n은

1보다 큰 자연수)배인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즉, GTEK를 n번째 갱신할 때마다 GKEK가 한번씩 갱신되는 경우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GTEK 갱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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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 전에, 이미 단말과 기지국은 처음의 GTEK 생성 및 분배 절차를 통해 유효한 GTEK를 공유한

상태로 가정한다. 특히, 그 후 다수의 GTEK 갱신 절차를 통해 단말과 기지국은 이미 x번째 GTEK(GTEKx)를 공유한 상

태로 가정한다. 이 때의 GTEK(GTEKx)를 현재 GTEK라고 한다. 그리고, 이 GTEKx의 유효 시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이

GTEKx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GKEK, 즉 GTEKx-(n-1) ∼ GTEKx를 각각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동일한 GKEK의 유

효 시간이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의 GKEK를 현재 GKEK라고 한다.

기지국은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에게 현재 GTEK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해당하는 GTEK에 대한 갱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

미 단말과 기지국이 x번째 GTEK(GTEK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지국은 (x+1)번째 GTEK(GTEKx+1)를 생성하고 상

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110). 이 때의 GTEK(GTEKx+1)를 다음 GTEK라

고 한다.

이와 같이 (x+1)번째 GTEK(GTEKx+1)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절차는 x번째 GTEK(GTEKx)의 유효 시간 동안(GTEKx

Active Lifetime, 111), 다시 말해서 x번째 GTEK(GTEKx)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기지국은 멀티캐스트 또는 브로드캐스트나 MBS용 TEK 갱신 시간, 즉 M&B(Multicast and Broadcast) TEK Grace

Time(112)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M&B TEK Grace Time은 GTEK(여기에서는 x번째 GTEK(GTEKx))에 대

한 유효 시간(111)이 만료되기 얼마의 시간 전으로 정의된다. 이 M&B TEK Grace Time은 서비스 사업자 정책에 따라 정

해진다.

또한, 단말은 TEK Grace Time(113)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TEK Grace Time은 GTEK에 대한 유효 시간

(111)이 만료되기 얼마의 시간 전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기지국이 관리하고 있는 M&B TEK Grace Time(112)이 단말이

관리하고 있는 TEK Grace Time(113)보다 길기 때문에 M&B TEK Grace Time(112)이 TEK Grace Time(113)보다 훨

씬 전에 발생한다.

먼저, 기지국은 이 M&B TEK Grace Time(112)이 시작되기 전에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해당 단말들에게 GKEK

를 갱신하기 위한 첫 번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S100). 첫 번째 PKMv2 Group-

Key-Update-Command 메시지는 기지국이 단말들 각각에게 고유하게 부여한 프라이머리 매니지먼트(primary

management) CID를 통해 전송한다. 즉, 기지국이 전달하는 첫 번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모든 단말들 각각에게 한번씩 보내진다.

이 첫 번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는 GKEK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지국이 단말에게 전송한다. 이

때 전송되는 GKEK는 y번째 GKEK(GKEKy)로써 앞으로 n번 동안 갱신되어 지는 모든 GTEK들(GTEKx+1, GTEKx+2, …,

GTEKx+(n-1), GTEKx+n)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 첫번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

를 GKEK 갱신 모드(update mode)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라고 명명한다. 또한, GKEK 자체

도 단말의 인증키로부터 도출된 키 암호화 키(KEK: Key Encryption Key)를 가지고 암호화되어 단말로 전달된다.

이와 같이, 기지국은 n번의 GTEK 주기 동안 갱신되는 모든 GTEK들(GTEKx+1, GTEKx+2, …, GTEKx+(n-1), GTEKx+n)

을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y번째 GKEK(GKEKy)를 전달하기 위해서 M&B TEK Grace Time(112) 이전에 GKEK 갱신 모

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 각각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후, 기지국이 관리하고 있는 M&B TEK Grace Time(112) 시점이 되면 기지국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트래픽 암

호화 키 상태 머신에서 M&B TEK Refresh Timeout(114) 이라는 이벤트가 발생된다.

이 M&B TEK Refresh Timeout(114) 이벤트가 발생되면, 기지국은 상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해당 단말들에게 두 번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S110). 두 번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는 기지국이 브로드캐스트 CID를 통해 한 번에 방송적으로 모든 단말들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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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는 다음의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GTEK(여기에서는, (x+1)번

째 GTEK(GTEKx+1))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GTEK 갱

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라고 명명한다.

이와 같이, 기지국은 다음 주기 동안 상기 서비스의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x+1)번째 GTEK(GTEKx+1)

를 전달하기 위해서 M&B TEK Grace Time(112) 직후에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방송적으로 모든 단말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인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는 기지국이 방송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기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모든 단말들도 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하지만,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x+1)번째 GTEK(GTEKx+1)는 오직 y번째 GKEK(GKEKy)

가 포함된 첫 번째 메시지, 즉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제대로 수신한 단말

만이 제대로 복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x+1)번째 GTEK(GTEKx+1)는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

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y번째 GKEK(GKEKy)로 암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다음 주기 동안 유효한 GTEK에 대한 생성 및 분배하는 절차가 완료되고 해당 GTEK를 제대로 수신한 단말들은

다음 주기 동안에도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x번째 GTEK(GTEKx)에 대한 유효 시간(111)이 끝나게 되면, (x+1)번째 GTEK(GTEKx+1)에 대한 유효 시간(121)

이 새로 시작하게 된다.

이에 기지국은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에게 (x+2)번째 GTEK(GTEKx+2)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절차를 수행

한다(120). (x+2)번째 GTEK(GTEKx+2)를 생성 및 전달하는 절차는 (x+1)번째 GTEK(GTEKx+1)가 유효한 시간(121)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x+2)번째 GTEK(GTEKx+2)를 생성 및 분배 절차(120)는 (x+1)번째 GTEK(GTEKx+1)를 생성 및 분배 절차(110)와는

동일하지 않다. (x+2)번째 GTEK(GTEKx+2)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한 키는 y번째 GKEK(GKEKy)이고 이 키는 현재

GKEK로써 이미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과 기지국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x+2)번째 GTEK

(GTEKx+2)를 갱신하는 절차에 있어서 (x+2)번째 GTEK(GTEKx+2)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는 키에 대한 별도의 갱신 절

차가 필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x+2)번째 GTEK(GTEKx+2)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x+1)번째 GTEK(GTEKx+1)를 갱신하는 절차 중에 사

용되었던 첫 번째 메시지인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x+2)번째 GTEK(GTEKx+2)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GKEK는 이미 (x+1)번째 GTEK(GTEKx+1)에 대한 갱

신 절차(110) 중에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S100)를 통해 단말과 기지국이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지국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M&B TEK Grace Time(122) 시점이 되면 M&B TEK Refresh Timeout(123)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벤트가 발생하면 (x+2)번째 GTEK(GTEKx+2)를 갱신하기 위한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S120)를 방송적으로 전송한다.

이로써, 다음 주기 동안 유효한 GTEK에 대한 생성 및 분배하는 절차가 완료되고 해당 GTEK를 제대로 수신한 단말들은

다음 주기 동안에도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지국은 GTEK에 대한 다음 주기들, 즉 3번째 주기부터 n번째 주기까지 상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단말들에

게 해당 주기 중에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S120)만을 방송적으로 전송하여

GTEK들(GTEKx+3, …, GTEKx+(n-1), GTEKx+n)을 지속적으로 갱신한다(130, 14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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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KEK의 유효 시간이 GTEK의 유효 시간의 n배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GKEK(여기에서는 y번째 GKEK(GKEKy))

를 공유하게 되면 공유한 현재 GKEK는 n개의 GTEK들(GTEKx+1, GTEKx+2, …, GTEKx+(n-1), GTEKx+n)을 암호화하

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x+n+1)번째 GTEK(GTEKx+n+1)부터 (x+2n)번째 GTEK(GTEKx+2n)까지의 키들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y번

째 GKEK(GKEKy)가 아닌 (y+1)번째 GKEK(GKEKy+1)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지국은 (x+n)번째 GTEK(GTEKx+n)가

유효한 시간(151)내에 (y+1)번째 GKEK(GKEKy+1)와 (x+n+1)번째 GTEK(GTEKx+n+1)를 갱신해야 한다(150). 이것

은 기지국에서 (x+n)번째 GTEK(GTEKx+n)가 유효한 시간(151) 내에 y번째 GKEK(GKEKy)가 유효한 시간이 만료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만약 (x+n)번째 GTEK(GTEKx+n)가 유효한 시간(151) 내에 y번째 GKEK

(GKEKy)가 유효 시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x+n)번째 GTEK(GTEKx+n)가 유효한 시간(151) 내에 (y+1)번째 GKEK

(GKEKy+1)와 (x+n+1)번째 GTEK(GTEKx+n+1)를 모두 갱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x+n)번째 GTEK(GTEKx+n)가 유효

한 시간(151) 내에 y번째 GKEK(GKEKy)가 유효 시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x+n+1)번째 GTEK(GTEKx+n+1)만

생성하여 갱신하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y번째 GKEK(GKEKy)의 유효 시간이 GTEK의 유효 시간의 n배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x+n)번째 GTEK(GTEKx+n)가 유효한 시간(151) 내에, 정확하게는 (x+n)번째 GTEK(GTEKx+n)가 유효한 시

간(151)과 함께 y번째 GKEK(GKEKy)가 유효한 시간이 같이 만료되므로, (x+n)번째 GTEK(GTEKx+n)가 유효한 시간

(151) 내에 (y+1)번째 GKEK(GKEKy+1)와 (x+n+1)번째 GTEK(GTEKx+n+1)를 모두 갱신하여야 한다. 이 때, (y+1)번

째 GKEK(GKEKy+1)를 다음 GKEK라고 한다.

(x+n+1)번째 GTEK(GTEKx+n+1)를 갱신하는 절차(150)는 (x+1)번째 GTEK(GTEKx+1)를 갱신하는 절차(110)와 동일

하다. 즉, 기지국은 M&B TEK Grace Time(152) 이전에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 각각에게 (y+1)번째 GKEK

(GKEKy+1)를 갱신하기 위해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S130)를 상기 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한다. M&B TEK Grace Time(152) 시점이 되면 기지국이 내부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트래픽 암호화 키 상태 머신에서 M&B TEK Refresh Timeout 이벤트(153)가 발생되고, 상기 이벤트로 인해 기

지국은 (x+n+1)번째 GTEK(GTEKx+n+1)가 포함된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

지(S140)를 방송 채널을 통해 모든 단말들에게 동시에 전송한다.

이로써, 다음 주기 동안 (x+n+1)번째 GTEK(GTEKx+n+1)를 제대로 받은 단말들은 상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S130)에 포함된 (y+1)번째 GKEK

(GKEKy+1)는 다음 계속 갱신되는 GTEK들(GTEKx+n+1, GTEKx+n+2, …, GTEKx+(2n-1), GTEKx+2n)을 암호화하기 위

해 사용된다. 그러므로, (x+n+2)번째 GTEK(GTEKx+n+2)에서부터 (x+2n)번째 GTEK(GTEKx+2n)까지의 GTEK들을

갱신하기 위한 절차는 (x+2)번째 GTEK(GTEKx+2)에 대한 갱신 절차(120)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

략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혹은 MBS에서 GTEK를 갱신하는 방법은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에게 기지국이 끊임없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GTEK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GKEK를 가지고 GTEK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데, 이 때 GKEK의 유효 시간을 GTEK의 유효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GKEK의 갱신 주기를 길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GTEK에 대한 갱신 주기를 줄여서 상기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는 대

신, GKEK에 대한 갱신 주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함으로써 GKEK를 갱신하기 위한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

Key-Update-Command 메시지의 전송 회수를 줄일 수가 있어 무선 구간의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는 단말과 기지국이 GTEK 생성 및 분배 절차를 통해 유효한 GTEK를 이미 공유한 상태라고 가정하여 설명하였

으므로, 여기에서는 기지국이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GTEK를 처음으로 생성하고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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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고자 하는 단말들에게 분배하여 상기 단말들과 기지국 사이에 GTEK를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즉, 이 과정

은 기지국이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 중 특정된 하나의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처음으로 단말

에게 제공하는 경우 상기 단말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GTEK 생성 및 분배를 처음으로 요청할 때 적용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단말이 처음으로 시

도하는 GTEK 생성 및 분배 절차의 흐름도이다.

단말이 상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 받기 위해 처음으로 요청하는 GTEK 생성 및 분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수행되는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기지국은 그룹 트래픽 서비스들을 권한 검증된 단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악

의적인 공격자들로부터 상기 서비스들을 권한 검증된 단말들에게만 제공하기 위해서 GTEK 생성 및 분배 절차가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수행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단말은 단말 자신이 제공받기 원하는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해당하는 GTEK를 요청하기 위해서 기지국

으로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S200). 이 때 전송되는 PKMv2 Key-Request 메시지는 기지국이 단말마

다 고유하게 부여한 프라이머리 매니지먼트 CID를 통해 전송된다.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은 먼저 수신된 상기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인증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 메

시지에 대한 인증 결과가 성공이고 단말이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기지국이 해당 GTEK 제공이 가능하면, 기지

국은 PKMv2 Key-Reply 메시지를 해당 단말에게 전송한다(S210). 이 때, PKMv2 Key-Reply 메시지에는 단말이 제공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룹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GTEK가 포함되어 있다. 이 때 포함된

GTEK는 해당 그룹 트래픽 서비스의 암호화를 위해 기지국이 처음으로 생성한 GTEK이므로 1번째 GTEK(GTEK1)라 한

다. 또한, PKMv2 Key-Reply 메시지에는 1번째 GTEK(GTEK1)을 암호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기지국이 처음으로 생

성한 GKEK, 즉 1번째 GKEK(GKEK1)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1번째 GKEK(GKEK1)는 상기한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n번 동안 갱신되어지는 모든 GTEK들(GTEK1, GTEK2, …, GTEKn-1, GTEKn)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이

는, 하나의 GKEK에 대한 유효 시간이 n개의 GTEK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만큼 길게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PKMv2 Key-Reply 메시지도 기지국이 단말에게 고유하게 부여한 프라이머리 매니지먼트 CID를 통해 전송한다.

이와 같이, 단말이 기지국으로부터 1번째 GKEK(GKEK1)가 포함된 PKMv2 Key-Reply 메시지를 수신 받은 때부터 1번

째 GKEK(GKEK1)에 대한 유효 시간(211)이 시작되고, 이 유효 시간(211) 동안 기지국과 단말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받을 때 1번째 GKEK(GKEK1)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갱신될 GTEK들(GTEK1, GTEK2, …, GTEKn-1, GTEKn)을 복호

하는데 사용한다.

한편, 1번째 GTEK(GTEK1에)에 대한 유효 시간(211)이 끝나게 되면, 2번째 GTEK(GTEK2)에 대한 유효 시간이 새로 시

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지국은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에게 2번째 GTEK(GTEK2)를 생성하고 전달하

는 절차를 수행한다(210). 2번째 GTEK(GTEK2)를 생성 및 전달하는 절차는 1번째 GTEK(GTEK1)가 유효한 시간(211)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2번째 GTEK(GTEK2)를 생성 및 분배 절차(210)는 도 1에서 설명한 (x+2)번째 GTEK(GTEKx+2)부터 (x+n)번째

GTEK(GTEKx+n)를 생성하여 분배하는 절차(120, 130, 140)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와 같이, 2번째 GTEK(GTEK2)부터 n번째 GTEK(GTEKn)까지의 GTEK들을 암호화하는데 사용한 키는 1번째 GKEK

(GKEK1)이고 이 키는 이미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과 기지국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2번째 GTEK

(GTEK2)부터 n번째 GTEK(GTEKn)들을 갱신하는 절차에 있어서 2번째 GTEK(GTEK2)부터 n번째 GTEK(GTEKn)들을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는 키에 대한 별도의 갱신 절차가 필요 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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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지국이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지원할 시 GTEK에 대

한 갱신 주기를 줄여서 상기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는 대신, GKEK에 대한 갱신 주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함으로써

GKEK를 갱신하기 위한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의 전송 회수가 줄어 무선 구

간의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도 2에서는 단말과 기지국이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GTEK를 처음으로 생성하여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

였으나, 만약 기지국과 하나 이상의 단말이 이미 특정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고 있는 중에 상기 그룹 트래

픽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않는 임의의 단말이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요청하여 해당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과 기지국이 이미 공유하여 사용중인 GTEK(현재 GTEK)를 분배받는 과정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GTEK를

처음으로 생성 및 분배하는 과정과 유사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또한

이 과정은 도 1을 참조하여 다음 주기 동안에 유효한 GTEK(다음 GTEK)나 GKEK를 갱신하여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에서 분배하는 GTEK나 GKEK를 단말이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기 단말이 GTEK 갱신 및 분배를 요청할 때에

도 적용된다.

해당 단말이 이미 제공되고 있는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므로, 기지국은 해당 단말에게 GTEK를 제공할 때 현재

GTEK의 원래 유효 시간이 아닌 현재 GTEK에 대해 남아 있는 유효 시간을 현재 GTEK의 유효 시간으로 알려주고, 또한

현재 GTEK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GKEK(현재 GKEK)를 함께 전달할 때에도 현재 GKEK의 원래 유효 시간이 아닌 현재

GKEK에 대해 남아 있는 유효 시간을 현재 GKEK의 유효 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해당 단말은 현재 GTEK가 포

함된 PKMv2 Key-Reply 메시지를 수신한 후부터 현재 GTEK의 유효시간을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 도 2를 참조하여, 해

당 단말이 서비스를 요청하여 현재 GTEK를 제공받을 때가 해당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해 이미 (n-5)번째 GTEK

(GTEKn-5)가 적용되고 있는 중이고, 이 때 사용되는 현재 GKEK는 1번째 GTEK(GTEK1)부터 n번째 GTEK(GTEKn)까

지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1번째 GKEK(GKEK1)인 경우, 해당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n-5)번째 GTEK(GTEKn-5)인

현재 GTEK와 1번째 GKEK(GKEK1)인 현재 GKEK를 제공받아서 사용하며, 다음 GKEK 즉 2번째 GKEK(GKEK2)를 갱신

하기까지 5번의 GTEK 갱신 과정, (n-4)번째 GTEK(GTEKn-4)부터 n번째 GTEK(GTEKn)의 갱신 과정을 수행한 후에 n

번째 GTEK(GTEKn)가 유효한 주기동안에 2번째 GKEK(GKEK2)를 갱신하기 위한 과정, 즉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또한, 상기 주기동안에 (n+1)번째 GTEK

(GTEKn+1)를 갱신하기 위해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이 수

행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단말과 기지국이 이미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다른 단말이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

여 제공받을 때에도 GTEK에 대한 갱신 주기를 줄여서 상기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는 대신, GKEK에 대한 갱신 주

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함으로써 GKEK를 갱신하기 위한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

시지의 전송 회수가 줄어들어 무선 구간의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GTEK 생성 및 분배 방법에서 사용되는 PKMv2 Key-

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도 2에서와 같이, 단말이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 중 어느 하나의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 GTEK를 기지국에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이 기지국으로부터 다음 주기 동안

유효한 GTEK를 단말이 관리하고 있는 TEK Grace Time 이전에 받지 못하여 새로운 GTEK를 요청하는 경우에 단말은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이러한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는 인증키 일련 번호(Key Sequence Number), SAID(Security

Association Identifier), 카운터(Counter), 그리고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인증키 일련 번호는 단말과 기지국이 공유하고 있는 인증키(Authorization Key:AK)에 대한 순차적인 일련 번호이다.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키는 근본적으로 인증

키를 가지고 도출된다. 단말과 기지국이 인증키를 동시에 두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인증키를 구별하기 위해서

인증키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즉, 두 개의 인증키 중에서 어느 인증키를 가지고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

성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 인증키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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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는 SA(Security Association)의 식별자이다. SA는 GTEK뿐만 아니라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다. 여기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를 위한 SAID를

GSAID(Group SAID)라고 명명한다. 또한, 각각의 멀티캐스트 서비스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와 MBS마다 성격

이 다른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GTEK를 가지고 상기 서비스들을 암호화하면 된다. 즉, 상기 각각의 서

비스마다 다른 GSAID를 할당하면 된다.

카운터는 PKMv2 Key-Request 메시지의 되풀이 공격(Replay attack)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단말과 기지국은 카

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단말은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송신할 때 카운터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

지국은 단말로부터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이 메시지에 포함된 카운터의 값이 미리 저장되어 있

던 카운터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수신한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라고 간주하고 폐기한다.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Key-Request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단

말은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서 상기 파라미터를 제외한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인증키를 가지고 CMAC-

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해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GTEK 생성 및 분배 방법에서 사용되는 PKMv2 Key-

Reply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기지국이 GTEK 요청 메시지인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단말로부터 수신하게 되면,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나 HMAC-Digest를 가지고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인증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성공이고 GTEK를 생성

하였을 경우, GTEK가 포함된 PKMv2 Key-Reply 메시지를 단말로 송신한다.

이러한 PKMv2 Key-Reply 메시지에는 인증키 일련 번호, SAID, TEK 관련 파라미터(TEK-Parameters), GKEK 관련 파

라미터 (GKEK-Parameters), 카운터, 그리고 CMAC-Digest 또는 HMAC-Digest가 포함된다.

인증키 일련 번호와 SAID는 이미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 PKMv2 Key-Request에 포함된 것과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TEK 관련 파라미터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의 TEK 관련 파라

미터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와 같은 그룹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TEK 관련 파라미터를 GTEK 관련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다.

이 GTEK 관련 파라미터는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파라미터(Older)와 다음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파라미터(Newer)

와 같이 두 개의 GTEK 관련 파라미터가 PKMv2 Key-Reply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된 도 1을 참조하면, M&B TEK Refresh Timeout 이벤트의 발생 기준이 되는 M&B TEK Grace Time 시

점(112, 122, 152) 이전에 기지국이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기지국은 PKMv2 Key-Reply 메시

지에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GTEK 관련 파라미터만을 포함하여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송신한 단말에게 전

송하고, M&B TEK Grace Time 시점(112, 122, 152) 이후에 기지국이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기지국은 PKMv2 Key-Reply 메시지에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GTEK 관련 파라미터와 다음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GTEK 관련 파라미터를 모두 포함하여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송신한 단말에게 전송한다.

한편, GKEK 관련 파라미터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 서비스에 해당하는 SA를 정의할 때에

만 PKMv2 Key-Reply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파라미터이다.

이 GKEK 관련 파라미터에도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파라미터(Older)와 다음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파라미터

(Newer)와 같이 두 개의 GKEK 관련 파라미터가 PKMv2 Key-Reply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된 도 1을 참조하면, M&B TEK Refresh Timeout 이벤트의 발생 기준이 되는 M&B TEK Grace Time 시

점(112, 122, 152) 이전에 기지국이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기지국은 PKMv2 Key-Reply 메시

지에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GKEK 관련 파라미터만을 포함하여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송신한 단말에게 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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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M&B TEK Grace Time 시점(112, 122, 152) 이후에 기지국이 현재 GTEK 키가 유효한 시간동안 GKEK도

갱신이 필요한 경우 (110, 150)에 기지국이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기지국은 PKMv2 Key-

Reply 메시지에 현재 유효 시간 동안 사용될 GKEK 관련 파라미터와 다음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GKEK 관련 파라미터들

을 포함하여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송신한 단말에게 전송한다.

한편, M&B TEK Grace Time 시점(112, 122, 152) 이후에, 기지국이 현재 GTEK가 유효한 시간동안 GKEK에 대한 갱신

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120, 130, 140)에 기지국이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기지국은 PKMv2

Key-Reply 메시지에 현재 유효 시간 동안 사용될 GKEK 관련 파라미터만을 포함하여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송신한 단말에게 전송한다.

카운터는 PKMv2 Key-Reply 메시지의 되풀이 공격 (Replay attack)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말과 기지국은

카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기지국은 PKMv2 Key-Reply 메시지를 송신할 때 카운터의 값을 1증가시킨다. 따라서,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PKMv2 Key-Reply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이 메시지에 포함된 카운터의 값이 미리 저장되어 있

던 카운터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수신한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라고 간주하고 폐기한다.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Key-Reply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

국은 PKMv2 Key-Reply 메시지에서 상기 파라미터를 제외한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인증키를 가지고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해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GTEK 갱신 방법에서 사용되는 PKMv2 Group-Key-

Update-Command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이 GTEK를 갱신하기 위해서 기지국에게 GTEK 생성 및 분배 요청 메시지인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기지국은 현재 유효한 GTEK가 만료되기 전에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

는 단말들에게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속적인 GTEK를 갱신하는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GKEK에 대한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지국은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각각의 단말들에게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S100, S130). 또한, GTEK에 대한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지국은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방송적으로 전송

한다(S110, S120, S140).

이러한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는 키 일련 번호(Key Sequence Number), GSAID, 키 푸시 모

드(Key Push Modes), 키 푸시 카운터(Key Push Counter), GTEK 관련 파라미터(GTEK-Parameters), GKEK 관련 파

라미터(GKEK-Parameters), 그리고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키 일련 번호는 임의의 키에 대한 순차적인 일련 번호이다.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키 일련 번호는 인증키 일련 번호이고,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

시지에 포함된 키 일련 번호는 GKEK의 일련 번호이다.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

성할 때 사용되는 키는 근본적으로 인증키를 가지고 도출된다. 인증키는 단말과 기지국이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 있기 때

문에 이 두 개의 인증키를 구별하기 위해서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는 인증

키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즉, 두 개의 인증키 중에서 어느 인증키를 가지고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

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 인증키 일련 번

호가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키는 근본적으로 GKEK를 가지고 도출된다. GKEK는 단말과 기지국이 동시에 두 개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GKEK를 구별하기 위해서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

Command 메시지에서는 GKEK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GKEK 중에서 어느 GKEK를 가지고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했는

지를 구별하기 위해 GKEK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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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ID는 SA의 식별자이다. 기지국이 갱신하고자 하는 GTEK 또는 GKEK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매핑되는 SA를 식별해준

다. GSAID는 이러한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위한 SAID이다.

키 푸시 모드는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의 역할을 구별해주는 코드이다. 즉, PKMv2 Group-

Key-Update-Command 메시지가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인지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인지를 구별해주는 것이다.

키 푸시 카운터는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의 되풀이 공격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

말과 기지국은 카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기지국은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송신할 때 키

푸시 카운터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따라서, 단말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카운터의 값이 미

리 저장되어 있던 카운터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수신한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라고 간주하고 폐기한다.

GTEK 관련 파라미터(GTEK-Parameters)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GTEK 관련 파라미터는 다음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Newer)이다. 왜냐하면, 기지국

이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통해 분배하는 GTEK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상기 단말들은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되는 GTEK 관련 파라

미터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GKEK 관련 파라미터(GKEK-Parameters)는 GTEK를 암호화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GKEK 관련

파라미터는 다음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Newer)이다. 왜냐하면, 기지국이 자체적으로 생

성하고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를 통해 분배하는 GKEK는 이미 서비스를 제

공받고 있는 단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상기 단말들은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되는 GKEK 관련 파라미터들을 알고 있

기 때문이다.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

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서 상기 파라미터를 제외한 다른 파라미터

들에 대하여 인증키 또는 GKEK를 가지고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해낸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키 푸시 모드 필드에 따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활용

방안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는 크게 GKEK 갱신 모드와 GTEK 갱신

모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모드 구별은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키 푸시 모드

의 필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키 푸시 모드가 GKEK 갱신 모드임을 나타낼 때에는 인증키 일련 번호(AK Sequence Number), GSAID, 키 푸시 모드, 키

푸시 카운터, GKEK 관련 파라미터, CMAC-Digest 또는 HMAC-Digest가 포함된다.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에 포함된 GKEK 관련 파라미터를 통해 단말과 기지

국은 GKEK뿐만 아니라 GKEK 일련 번호를 공유하게 된다.

이와 달리, 키 푸시 모드가 GTEK 갱신 모드임을 나타낼 때에는 GKEK 일련 번호, GSAID, 키 푸시 모드, 키 푸시 카운터,

GTEK 관련 파라미터 및 CMAC-Digest 또는 HMAC-Digest가 포함된다.

도 7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GTEK 관련 파라미터(GTEK-Parameters)에 포함된 필드의 내부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

다.

GT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나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GTEK 생성 및

분배 절차 중의 한 메시지인 PKMv2 Key-Reply 메시지에 GTEK 관련 파라미터가 포함될 수 있다. GTEK 관련 파라미터

를 통해 단말과 기지국은 GTEK와 상기 GTEK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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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을 참조하면, GTEK 관련 파라미터에는 TEK, 키 유효 시간(Key-Lifetime), 키 일련 번호(Key-Sequence-Number)

, CBC(Cipher Block Chaining)-IV(Initialization Vector) 및 관련 GKEK 일련 번호(Associated GKEK Sequence

Number)를 포함하고 있다.

TEK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키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

스 또는 MBS와 같은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기한 GTEK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GTEK는 개별적인 서비

스마다 고유한 GKEK를 가지고 암호화되어 기지국으로부터 단말로 전송된다. 즉, GKEK를 알고 있는 단말만이 암호화된

GTEK를 정확하게 복호할 수 있는 것이다.

키 유효 시간은 GTEK에 대한 유효 시간이다. 이 GTEK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지국은 새로운 GTEK를 갱신해야

한다.

키 일련 번호는 GTEK에 대한 일련 번호이다. 기지국과 단말은 GTEK를 갱신하는 순간에 두 개의 GTEK를 공유하게 되므

로, 이 때 공유하는 두 개의 GTEK를 구별하기 위해서 GTEK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CBC-IV는 GTEK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CBC 모드일 때 IV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이다.

관련 그룹 키 암호화 키 일련 번호는 GTEK 관련 파라미터에 포함된 GTEK이 어떠한 GKEK를 가지고 암호화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된다. 즉, 기지국과 단말은 GTEK를 갱신하는 순간에 GTEK를 두 개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

달되고 있는 GTEK이 어떠한 GKEK를 통해 암호화되었는지를 단말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8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GKEK 관련 파라미터(GKEK-Parameters)에 포함된 필드의 내부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

다.

GKEK 갱신 모드의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나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처음의 GTEK

생성 및 분배 절차 중의 한 메시지인 PKMv2 Key-Reply 메시지에 GKEK 관련 파라미터가 포함될 수 있다. GKEK 관련

파라미터를 통해 단말과 기지국은 GKEK와 상기 GKEK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도 8을 참조하면, GKEK 관련 파라미터에는 GKEK, 키 유효 시간(Key-Lifetime) 및 키 일련 번호(Key-Sequence-

Number)를 포함하고 있다.

GKEK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에 있어서 GTEK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키이다. 이

GKEK는 개별적인 서비스마다 고유하게 기지국이나 임의의 네트워크 서버 (예, 인증 서버 또는 MBS 서버)로부터 생성된

다. 또한, 이 GKEK도 단말로 전달시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말 각각과 공유된 고유한 인증키로부터 도출된 키 암

호화 키(KEK, Key Encryption Key)를 가지고 암호화되어 전달된다. 즉, 유효한 인증키로부터 도출된 키 암호화 키(KEK)

를 가지고 있는 단말만이 이 GKEK를 복호할 수 있는 것이다.

키 유효 시간은 GKEK에 대한 유효 시간이다. 현재 GKEK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지국은 새로운 다음 GKEK를 갱

신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GKEK의 유효 시간은 GTEK의 유효 시간보다 길게 설정된다. 상기 실시예에

서는 GKEK의 유효 시간이 GTEK의 유효 시간의 n배인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였다. 물론 이미 제공되고 있는 그룹 트래

픽 서비스를 요청하여 GTEK와 GKEK를 전달받는 경우에는 GKEK의 유효 시간은 원래의 GKEK의 유효 시간 중에 해당

주기동안 남아 있는 유효 시간이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GTEK의 유효 시간과 동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키 일련 번호는 GKEK에 대한 일련 번호이다. 기지국과 단말은 GKEK를 갱신하는 순간에 GKEK를 두 개 공유하게 되므로,

이 두 개의 GKEK를 구별하기 위해서 GKEK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한편, 상기에서는 GKEK의 유효 시간이 GTEK의 유효 시간의 정수배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GKEK의 유효 시간이 GTEK의 유효 시간의 정수배가 아니면서 보다 큰 경우에도 GKEK의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수의 GTEK가 갱신 가능하여 무선 자원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상기한 예를 참조하

는 경우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상기에서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가 기지국에서 생성되어 분배되는 것으로 도 1 및 도 2에 기

재하고 해당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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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룹 키 암호화 키가 기지국뿐만 아니라 임의의 망 노드, 예를 들어 그룹 트래픽 서버, 인증을 요구하는 노드

(Authenticator) 또는 MBS 서버 등에서 생성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의의 망 노드에서 생성되는 그

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는 망 노드에 접속된 기지국에게 전달되어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무선 채널

을 통해 제공받는 단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임의의 망 노드에서 생성되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기지국에게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2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망 노드가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키들을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무선 채널을 통해 단말들에게 제공하는 기지국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임의의 망 노드가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무선 채널을 통해 단말들에게

제공하는 기지국이 임의의 망 노드에게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또는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요청하면, 임의의 망 노드가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기지국으로 상기 생성된 키들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기지국은 이러한 전달 방법들을 통해

서 임의의 망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관리하게 된다. 기지국은 관리하고 있는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상기 도 1과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그룹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단

말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따라서, 상기 도 1 및 도 2와 해당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 상기한

임의의 망 노드에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와 그룹 키 암호화 키를 생성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상기한 본 발명의 특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의 다

양한 변경이나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GKEK 갱신 주기와 GTEK 갱신 주기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멀티캐스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

는 MBS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GTEK를 갱신할 수 있다.

둘째, GKEK 유효 시간을 GTEK 유효 시간보다 길게 정의함으로써, GTEK 유효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상기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이 강화되고, 또한 GKEK 유효 시간을 키울 수 있어 필요로 하는 무선 자원을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그룹 트래픽 서비스의 보안을 위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를 처음으로 생성 및 분배하는 절차

의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방법에서 사용되는

PKMv2 Key-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방법에서 사용되는

PKMv2 Key-Reply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갱신 방법에서 사용되는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키 푸시 모드 필드에 따른 PKMv2 Group-Key-Update-Command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활용

방안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도 7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그룹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GTEK-Parameters)에 포함된 필드의 내부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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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GKEK-Parameters)에 포함된 필드의 내부 구성을 보이

는 테이블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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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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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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