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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ＯＣＳＰ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및 그 검출 방법

(57) 요약

PKI에서 온라인으로 사용자의 인증서 상태 검증을 수행하는 D-OCSP-KIS에서는 CA가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발행할

때에 해쉬값을 포함시키고 주기(예,1일)마다 해당 OCSP 응답자의 인증서가 유효함을 표시하는 해쉬값을 배포함으로써 클

라이언트가 사용자의 인증서뿐만 아니라 OCSP 응답자의 인증서 상태도 검증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특정 주기 동안에 공

격자에게 비밀리에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가 노출된다면 공격자는 OCSP 응답자로 위장하여 가로챈 해쉬값을 이용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잘못된 응답을 주어 E-커머스상의 서버와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D-OCSP-KIS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과 해쉬값의 악용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격자가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를 비밀리에 획득하고 가로챈 해쉬값을 이용하여 OCSP 응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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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잘못된 응답을 줄 경우 이를 즉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 방법에서 각 해쉬값은

OCSP 응답자의 인증서 검증을 위해 한번씩만 사용이 되며 CA에서의 해쉬 체인의 생성 및 배포를 위한 부하가 각 OCSP

응답자로 분산되어진다.

본 발명은 20-byte의 해쉬값과 해쉬 연산(서명 알고리즘보다 만배 이상 빠름)을 이용함으로써 유, 무선 환경에 모두 적합

하며 PKI에서 추가적인 요소나 구조의 변경 없이 해쉬값만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PKI 환경을 구축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이 상용화될 경우, PKI의 OCSP를 이용하는 국내외 모든 환경에 적용 가능하여 광범위하게 이

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온라인으로 사용자의 인증서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D-OCSP-KIS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OCSP 응답자에게 인증서 상태 요청을 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증서 상태 요청을 받아 응답을 하며 인증서를 발행받기 위해 CA에게 해쉬값을 생성하여 전달하

는 다수의 OCSP 응답자,

인증서 발행요청에 따라 OCSP 응답자들로부터 해쉬값들을 전달받아 OCSP 응답자들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하는 CA를 포

함하며,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와 응답에 포함된 해쉬값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하고,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각 검증에서의 해쉬연산에 대한 카운터를 저장하고, 현재의 카운터가 이전 카운터보다 1이 크

면 응답의 유효성을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상기 현재의 카운터가 이전 카운터와 같거나 작으면, 상기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

또는 해쉬값의 오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해쉬값은 20-byt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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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A로부터 발행된 상기 OCSP의 인증서는 상기 OCSP 응답자로부터 수신된 최종 해쉬값(Xi,1,K, ...,Xi,m,K), 개인키

(PKres), 인증서의 일련번호(SN), 인증서의 유효기간(V), 인증서의 발행자(I), 인증서의 소유자(S)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

청구항 5.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CA와 다수의 OCSP 응답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고, PKI에서 OCSP를 사용하여 인증서의 상

태를 검증하기 위해 D-OCSP-KIS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에서 해쉬값을 계산하는 과정,

상기 CA에서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과정,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OCSP 응답자의 개인키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와 응답에 포함된 해쉬값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하고,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각 검증에서의 해쉬연산에 대한 카운터를 저장하고, 현재의 카운터가 이전 카운터보다 1이 크

면 응답의 유효성을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각 OCSP 응답자를 위한 해쉬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가 각각의 OCSP 응답자에서의 서명 사용 총 횟수에 따른 해쉬값(XK)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의 검증을 위한 시간에 따른 해쉬값(Xj,k)으로 상기 클라이언트의 전체 수만큼 해쉬체인을 반복

적으로 계산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배포될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에서 계산된 시간의 해쉬값(Xi,j,k)으로 (OCSP 응답자들

의 전체수 × 클라이언트의 전체수)만큼 해쉬체인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배포될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에서 계산된 시간의 모든 입력 해쉬값(Xi,1,0, ...,Xi,m,0)과

중간 해쉬값을 저장하고 그 최종값(Xi,1,K, ...,Xi,m,K)을 상기 CA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CA에서 상기 다수의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은,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최종 해쉬값(Xi,1,K, ...,Xi,m,K)을 모아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에게 배포할 클라이언트 전체수만큼의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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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CA로부터 발행된 상기 OCSP의 인증서는 상기 OCSP 응답자로부터 수신된 최종 해쉬값(Xi,1,K, ...,Xi,m,K), 개인키

(PKres), 인증서의 일련번호(SN), 인증서의 유효기간(V), 인증서의 발행자(I), 인증서의 소유자(S)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OCSP 응답자의 개인키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은,

상기 OCSP 응답자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할 때에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해 배포되기 위해 상기 OCSP 응답자에서 계

산된 시간 주기의 해쉬값(Xi,j,k)을 함께 전달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OCSP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하

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 수신된 해쉬값(Xi,j,k)과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에 포함된 해쉬값(Xi,j,k)을 비교하여 세션키의 노출

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수신된 해쉬값(Xi,j,k)과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에 포함된 해쉬값(Xi,j,k)을 비교하여 세션키의 노출

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응답에 포함된 해쉬값(Xi,j,k)을 이용하여 1회의 해쉬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하는 단계에서 계산된 해쉬값을 Xtemp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카운터(Cnow)를 1 증가시키는 단계,

상기 해쉬값 Xtemp를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에 포함된 해쉬값(Xi,j,k)과 비교하는 단계,

상기 카운터 Cnow와 1 증가된 카운터 Cbefore+1이 같은지 확인하여 같으면 응답을 억셉트하고 같지 않으면 응답을 거절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등록특허 10-0684079

- 4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기반구조)에서 온라인으

로 사용자의 인증서 상태 검증을 하는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온라인 인증서 상태 검증 프로토콜)에

관한 것으로, 특히 PKI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하고 유, 무선에 공히 적용되며 다수의 OCSP 응답자가 존재하는

D-OCSP-KIS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보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암호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암호화 방법이 요구하는 기능으로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밀성(confidentiality), 정보를 보내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authentication),

전달 중간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무결성(integrity),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부인방지(non-repudiation)가 있으며, 이중 필요에 따라 선택된 기능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구비하는 종래의 암호화 방식으로 기밀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 이외에, "키(key)"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이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키 기반 암호화 방법은 크게 하나의 비밀키(secret key)를 이용하는 대칭형 알고리즘

(Symmetric algorithm)과 공개키(public key)-개인키(private key) 조합을 이용하는 공개키 알고리즘(Public-key

algorithm, Asymmetric algorithm)으로 대별된다. 또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정보의 변경여부(무결성)나 보낸

사람을 확인(인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메시지 다이제스트(message digest; MD)방법이 있다.

대칭형 알고리즘은 암호화 키로부터 복호화 키를 계산해낼 수 있거나, 반대로 복호화 키로부터 암호화 키를 계산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서, 통상 비밀키라고 하는 하나의 키로 암호화 및 복호화를 모두 수행한다. 정보를 보내는 자는 정보(메

시지)를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암호문으로 변환하여 타인에게 보내고, 정보를 받은 자 역시 같은 비밀키로 암호문을 복호화

한다. 이 방법은 암호화와 복호화가 빠르고 다양한 암호화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응용성이 넓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

수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 비밀키의 생성 및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비밀키의 안전한 전달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는 DES, IDEA, RC2, RC5, SEED 등이 있다.

공개키 알고리즘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며, 하나로 부터 다른 하나를 계산해낼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서, 공

개키(public key)라는 암호화 키와 개인키(private key)라는 복호화 키의 조합을 이용한다.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되

어 있는 것으로,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자는 정보를 받을 자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한다. 암호문은 암호화할때 사용한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

칭형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키 교환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키 방식은 암호화·복호화 속도가 느리고, 많

은 양의 정보를 암호화·복호화하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개키 기반(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의 암호화 알

고리즘으로는 RSA, LUC, Diffie-Hellman, Elliptic Curve 등이 있다.

또, 암호화 방법은 아니지만,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있다.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단

방향 해쉬함수(hash function)을 이용하여 주어진 정보(메시지)를 일정한 길이내의 숫자값(해쉬값)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

다. 정보를 보낼 때 암호문과 함께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함께 보내면, 정보를 받은 자가 복호화하여 평문(plain text)을

만들고 그의 해쉬값을 구한 후 수신된 해쉬값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그 값이 같다면 정보의 전달중에 정보가 변경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해쉬값은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하여 암호화되어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 다

이제스트 알고리즘으로는 Snefru, CRC-32, CRC-16, MD2, MD4, MD5, SHA, Haval 등이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공개키기반 및 대칭키 기반의 혼합방식으로서, 메시지 자체는 임의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비밀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고, 비밀키 자체는 받는 사람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공개키 암호화 방

식으로 암호화한 후, 두 암호문을 보내는 방식을 이용한다.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키로 비밀키를 복호화하고, 그 복호화

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복호화한다. 또한, 인증,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위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보내는 사람

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것(이를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라 한다)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를 받은 사

람은 보낸 사람의 공개키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원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비교함으로써 보낸

사람의 인증, 내용의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암호화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의 일예로 대한민국 공개 특허공보 2000-72218 호(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이용

한 인터넷상에서의 보안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 동 2004-37051 호(문서보안 시스템 및 그 방법 및 문서보안 방법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등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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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PKI는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여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와 같은 보안을 제공해주기 위한 광범위하고도 강

력한 기술이다. PKI의 주개념은 사용자나 기관과 같은 엔티티의 개인정보와 그의 공개키를 묶어 전자서명을 한 인증서이

다. 엔티티의 개인키가 노출되거나 엔티티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엔티티는 CA(Certificate Authority, 인증서버)에게 자

신의 인증서에 대한 폐지 요청을 하게 된다. 인증서가 폐지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CSI(Certificate Status Information,

인증서 상태정보)라고 하며,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 인증서 폐기목록)은 CSI를 위한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의

하나이다.

CRL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와 CRL을 저장하고 있는 CA의 디렉토리 혹은 리포지터리(Repository) 사이에

높은 통신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CSI의 크기와 통신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까지 여러 방법이 제

안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는 델타-CRL (Delta-CRL), CRL DP (CRL Distributed Point, CRL 분산지점), 오버-이슈드

CRL (Over-issued CRL), 간접 CRL (Indirect CRL), 동적 CRL DP (Dynamic CRL DP), 프레쉬스트 CRL (Freshest

CRL), CRT (Certificate Revocation Tree, 인증서 폐기 트리), 노보모도 (NOVOMODO), Authenticated Directory (인

증 디렉토리)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나 사용자가 매우 시기적절한 CSI를 원한다면, OCSP와 같은 온라인 인증서 상태 검증 방법이 CRL과 같은 오

프라인 방법보다 편리하다. OCSP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는 CA의 디렉토리로부터 CRL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으므로

높은 통신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에서 CRL 저장을 위한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CSI 요청이 한

OCSP 응답자에게 집중되면 OCSP 응답자는 DoS(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하게 될 수 있다. DoS 공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OCSP 응답자는 짧은 시간 내에서 응답을 위한 서명값을 계산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시 재전송 공격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

T-OCSP(Traditional-OCSP, 전통-OCSP)에서 하나의 OCSP 응답자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D-OCSP (Distributed-

OCSP, 분산-OCSP)가 도입되었다. D-OCSP에서 분산된 OCSP 응답자들이 동일한 개인키를 갖는다면 개인키의 노출 가

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각 OCSP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키를 가지며 클라이언트는 OCSP 응답자의 CSI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비용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oga와 Sakurai에 의해 D-OCSP-KIS에서 단일 공개키가 도입되었다.

D-OCSP-KIS는 OCSP 응답자가 각각 개인키를 보유하지만 하나의 인증서를 갖도록 함으로써 인증서의 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OCSP 응답자의 인증서 상태 검증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D-OCSP-KIS는 통신비용, 계산시간

그리고 메모리 소모량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D-OCSP-KIS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공격자가 한 시간 주기(예, 1일)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를 획

득하였다면 마스터 개인키를 획득하지 않는 한 다른 OCSP 응답자의 개인키를 계산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해쉬값은 역계

산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시간 주기의 해쉬값을 계산해낼 수 없다. 그러나 공격자는 OCSP 응답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한 한

시간 주기 동안에 OCSP 응답자를 사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격자는 가로챈 해쉬값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잘못된

응답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E-커머스상의 서버와 사용자는 심각한 혼란과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아울러 해쉬 체인의 계

산, 저장과 배포는 CA에게 부하가 될 수 있다.

즉, D-OCSP-KIS에서는 CA가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발행할 때에 해쉬값을 포함하고 주기(예, 1일)마다 해당 OCSP

응답자의 인증서가 유효함을 표시하는 해쉬값을 배포함으로써 인증서 상태를 검증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특정 주기 동안

에 공격자에게 비밀리에 세션 개인키가 노출된다면 공격자는 OCSP 응답자로 위장하여 가로챈 해쉬값을 이용하여 클라이

언트에게 잘못된 응답을 주어 E-커머스상의 서버와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D-OCSP-KIS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과 해쉬값의 악용을 검출할 수 있는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공격자가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를 비밀리에 획득하고 가로챈 해쉬값을 이용하여 OCSP 응답

자로 위장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잘못된 응답을 줄 경우 이를 즉시 검출할 수 있는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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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각 해쉬값이 OCSP 응답자의 인증서 검증을 위해 한번씩만 사용되며 CA에서의 해쉬 체인의 생

성 및 배포를 위한 부하가 각 OCSP 응답자로 분산되도록 하는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에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사용자의 인증서 상태

를 검증하기 위해 D-OCSP-KIS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OCSP 응답자(101)에게 인증서 상태 요청을 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104),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증서 상태 요청을 받

아 응답을 하며 인증서를 발행받기 위해 CA에게 해쉬값을 생성하여 전달하는 다수의 OCSP 응답자, 인증서 발행요청에 따

라 OCSP 응답자들로부터 해쉬값을 전달받아 OCSP 응답자들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하는 CA(105)를 포함하며, 상기 각각

의 클라이언트는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와 응답에 포함된 해쉬값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하고, 상기 각각의 클

라이언트는 각 검증에서의 해쉬연산에 대한 카운터를 저장하고, 현재의 카운터가 이전 카운터보다 1이 크면 응답의 유효

성을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상기 현재의 카운터가 이

전 카운터와 같거나 작으면, 상기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 또는 해쉬값의 오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해쉬값은 20-byte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CA로부터 발행된 상기 OCSP의 인증서는 상기

OCSP 응답자로부터 수신된 최종 해쉬값(Xi,1,K, ...,Xi,m,K), 개인키(PKres), 인증서의 일련번호(SN), 인증서의 유효기간(V),

인증서의 발행자(I), 인증서의 소유자(S)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은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CA와

다수의 OCSP 응답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고, PKI에서 OCSP를 사용하여 인증서의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D-

OCSP-KIS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에서 해쉬값을

계산하는 과정, 상기 CA에서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과정,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OCSP 응답자의 개인키의 상

태를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와 응답에 포함된 해쉬값을 이용

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하고,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각 검증에서의 해쉬연산에 대한 카운터를 저장하고, 현재의 카운터

가 이전 카운터보다 1이 크면 응답의 유효성을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OCSP 응답자를 위한 해쉬값을 계산하는 과정

은,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가 각각의 OCSP 응답자에서의 서명 사용 총 횟수에 따른 해쉬값(XK)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의 검증을 위한 시간에 따른 해쉬값(Xj,k)으로 상기 클라이언트의 전체 수만큼 해쉬체인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배포될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에서 계산된 시간의 해쉬값(Xi,j,k)으로

(OCSP 응답자들의 전체수 × 클라이언트의 전체수)만큼 해쉬체인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

를 위해 배포될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에서 계산된 시간의 모든 입력 해쉬값(Xi,1,0, ...,Xi,m,0)과 중간 해쉬값을 저장하고

그 최종값(Xi,1,K, ...,Xi,m,K)을 상기 CA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CA에서 상기 다수의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은, 상기 각각의 OCSP 응답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최종 해쉬값(Xi,1,K, ...,Xi,m,K)을 모아 자신의 개인키를 이

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배포할 클라이언트 전체수만큼의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CA로부터 발행된 상기 OCSP의 인증서는 상기

OCSP 응답자로부터 수신된 최종 해쉬값(Xi,1,K, ...,Xi,m,K), 개인키(PKres), 인증서의 일련번호(SN), 인증서의 유효기간(V),

인증서의 발행자(I), 인증서의 소유자(S)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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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OCSP 응답자의 개

인키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은, 상기 OCSP 응답자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할 때에 상기 클라이언트를 위해 배포되

기 위해 상기 OCSP 응답자에서 계산된 시간의 해쉬값(Xi,j,k)을 함께 전달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OCSP 응답

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 수신된

해쉬값(Xi,j,k)과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에 포함된 해쉬값(Xi,j,k)을 비교하여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 개인키의 노출에 대한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수신된 해쉬값(Xi,j,k)과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에 포함된 해쉬값(Xi,j,k)을 비교하여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응답에

포함된 해쉬값(Xi,j,k)을 이용하여 1회의 해쉬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하는 단계에서 계산된 해쉬값을 Xtemp로 저

장하는 단계, 상기 카운터(Cnow)를 1 증가시키는 단계, 상기 해쉬값 Xtemp를 상기 OCSP 응답자의 인증서에 포함된 해쉬값

(Xi,j,k)과 비교하는 단계, 상기 카운터 Cnow와 1 증가된 카운터 Cbefore+1이 같은지 확인하여 같으면 응답을 억셉트하고

같지 않으면 응답을 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

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 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목적들, 특징점들, 그리고 동작상의 이점들이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에

의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설명에 앞서 본 발명에서 요구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은 OCSP 응답자(101)들의 전체 수이고 m은 클라이언트(104)들의 전체 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n은 m보다 무척

적다(n<<m).

둘째, 최종 사용자는 클라이언트(104)를 통해 CSI 서비스를 얻는다고 한다.

셋째, 클라이언트(104)는 CA(105)에 등록을 한 후에 OCSP 응답자(101)로부터 CSI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해쉬값이 계산되어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가 발행되는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는 도

면이며,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OCSP 응답자(101)와 클라이언트사이에서 응답과 해쉬값의 정보가 교환되는 시

스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과 도 2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구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CA(105),

OCSP 응답자(101), 그리고 클라이언트(10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CA(105)는 PKI 사용자 인증서 발행 요청을 받아 요청을 확인하고 검사한 후, PKI의 보안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한다.

필요에 따라 인증서를 갱신 또는 파기하며 다양한 장소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게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인증서와 트

랜잭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먼저, 초기 작업으로서 OCSP 응답자(101)는 자신의 인증서를 발행받기 위하여 해쉬값을 계산하고 저장한 후, 최종값을

CA(105)에게 전달한다. CA(105)는 OCSP 응답자(101)로부터 수신된 해쉬값을 모으고,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를 발행한다. 발행된 OCSP 응답자의 인증서는 각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전달되어지는

인증서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기 해쉬값들이 상이하다.

사용자는 CSI 서비스를 받고자 클라이언트(104)를 통하여 OCSP 응답자에게 해당 인증서 상태 정보를 요청한다. 클라이

언트(104)로부터 인증서 상태 요청을 받은 OCSP 응답자는 요청을 확인하고 검사한 후 응답과 함께 해당하는 해쉬값을 클

라이언트에게 돌려준다. 클라이언트(104)는 OCSP 응답자(101)로부터 응답을 수신하여 CA(105)로부터 발행된 OCSP 응

답자의 인증서(103)와 비교하여 OCSP 응답자의 인증서 상태를 검증한다. 이 때, 해쉬 연산에 대한 카운터값을 1씩 증가시

키며, 현재 카운터가 이전 카운터보다 1이 크다면 클라이언트(104)는 응답이 유효함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OCSP 응답자(101)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과 해쉬값의 오용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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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상술한 바와 같은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도 3 및 도 4에 따라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OCSP 응답자(101)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D-OCSP-KIS에서 OCSP 응답자(101)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방법은 각 OCSP

응답자(101)를 위한 해쉬값의 계산과정(ST301), CA(105)에서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를 발행하는 과정(ST302),

클라이언트(104)에서 OCSP 응답자(101)의 개인키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ST303)으로 이루어진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각 OCSP 응답자를 위한 해쉬값의 계산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4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 OCSP 응답자(101)를 위한 해쉬값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K를 한 OCSP 응답자(101)에서의 서명 사용 총 횟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응답에 대해 10,000번의 서명 연산 후에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K는 10,000이 된다. 그러므로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는 10,000

번 서명 연산 후에 폐지된다. OCSP 응답자(101)는 다음과 같이 H를 이용하여 해쉬값 XK를 계산할 수 있다(ST401).

이후, OCSP 응답자(101)는 m개의 클라이언트(104)들을 위하여 다른 입력값 Xj,0으로 m 해쉬체인을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ST402). Xj,k는 클라이언트 j에서 검증을 위한, 시간 k의 해쉬값을 의미한다.

이후, 각 OCSP 응답자(101)는 다른 입력값 Xi,j,0으로 n×m 해쉬체인을 반복적으로 계산한다(ST403). Xi,j,k는 클라이언트

j를 위해 배포될, OCSP 응답자 i에서 계산된 시간 k의 해쉬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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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OCSP 응답자(101)는 입력값 Xi,1,0,...,Xi,m,0과 모든 중간 해쉬값들을 저장하고 최종값 Xi,1,K,...,Xi,m,K를 CA

(105)에게 안전하게 전달한다(ST404).

다음으로, CA(105)에서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를 발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A(105)는 각 OCSP 응답자(101)로부터 Xi,1,K,...,Xi,m,K를 모으고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04)들에

게 배포할 m개의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 Cclient_j를 발행한다. SN은 인증서의 일련번호이고 V는 유효기간을 I와 S는

각각 인증서의 발행자와 소유자를 나타낸다. 이때, 각 인증서(103)에 포함되는 해쉬값은 서로 상이하다. m개의 클라이언

트(104)들에게 배포되는 인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개인키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 도 5에 따라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

도이다.

도 5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4)에서 OCSP 응답자(101)의 개인키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OCSP 응답자 i가 클라이언트 j에게 응답을 할 때, 해쉬값 Xi,j,k도 함께 전달된다(ST501). OCSP 응답자(101)는 클라

이언트(104)에게 첫 번째 응답에 Xi,j,K-1을 전달하고 두 번째 응답에 Xi,j,K-2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응답에는 Xi,j,0

를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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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클라이언트 j가 OCSP 응답자 i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ST502), 클라이언트(104)는 OCSP 응답자(101)의 공개키

PKres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한다(ST503). 이때, 클라이언트(104)는 응답에 수신된 해쉬값 Xi,j,k와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에 포함된 Xi,j,K를 이용하여 OCSP 응답자의 인증서(103) 상태 검증을 할 수 있다(ST504). 보다 상세히는, 클

라이언트(104)는 첫 번째 응답에서 1회의 해쉬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개인키 SKi의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응답

에서는 2회의 해쉬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응답에서는 K번의 해쉬 함수를 수행함으로

써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104)는 평균 K/2(이 경우에는 5,000번)번의 해쉬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OCSP 응

답자(101)의 개인키의 상태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클라이언트(104)는 각 응답에서 카운터 k를 저장하고 이전 응답에서의 카운터와 이를 비교한다. 현재 카운터가 이전

카운터보다 1이 크다면(Cnow==Cbefore+1), 클라이언트(104)는 응답이 유효함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렇치 않으면 OCSP

응답자(101)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과 해쉬값의 오용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세션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과정에 대해 도 6에 따라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

도이다.

도 6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4)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클라이언트(104)는 응답에 포함된 해쉬값 Xi,j,k를 이용하여 1회의 해쉬 함수를 계산한다(ST601). 그리고 이 계산에

서 나온 해쉬값을 Xtemp로 놓는다(ST602). 그리고 카운터 Cnow를 1 증가시킨다(ST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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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쉬값 Xtemp를 OCSP 응답자 i의 인증서에 포함된 Xi,j,K과 비교한다(ST604). 비교 결과가 같으면 ST606로 가고,

그렇치 않으면 Xi,j,k를 Xtemp로 놓고 ST601로 돌아간다(ST605).

이후, 클라이언트(104)는 Cnow == Cbefore+1를 확인해본다(ST606). 클라이언트(104)는 두 값이 같으면 응답을 억셉트하

고 ST607로 간다. 성립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104)는 응답을 거절한다(ST608).

이후, 클라이언트(104)는 Cbefore를 Cnow로 세트하고(ST609), Cnow는 0으로 세트한(ST610) 뒤 다음 응답을 처리하기 위

하여 단계 1로 간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은 상기 실시 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 예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즉, 본 발명은 20-byte의 해쉬값과 해쉬 연산(서명 알고리즘보다 만배 이상 빠름)을 이용함으로써 유, 무선 환경에 모두

적합하며 PKI에서 추가적인 요소나 구조의 변경없이 해쉬값만을 추가로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PKI 환경을 구축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이 상용화될 경우, PKI의 OCSP를 이용하는 국내외 모든 환경에 적용가능하여 광범위하게 이용

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세션키의 노출 검출 시스템 및 그 검출 방법에 의하면, PKI의 D-OCSP 환경에서 클라이

언트에게 신뢰성있는 응답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즉, 본 발명에 있어서, OCSP 응답자(101)의 세션 비밀키가 공격자에 의해 비밀리에 노출이 된 경우에 가로챈 해쉬값을 이

용하여 클라이언트(104)에게 잘못된 응답을 주는 것을 즉시 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션키의 노출 및 해쉬값의 악용

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OCSP 응답 하나하나에 대한 안전성을 부여해 준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세션키의 노출 검출 시스템 및 그 검출 방법에 의하면, PKI에서 기존의 OCSP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마련하므로, OCSP를 이용한 PKI의 활성화를 높이며, 사용자들은 OCSP의 응답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된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해쉬값이 계산되어 OCSP 응답자의 인증서가 발행되는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OCSP 응답자와 클라이언트사이에서 응답과 해쉬값의 정보가 교환되는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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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각 OCSP 응답자를 위한 해쉬값의 계산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

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OCSP 응답자의 세션 개인키의 노출을 검출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

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응답자 102: CA의 인증서

103: 응답자의 인증서 104: 클라이언트

105: CA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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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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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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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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