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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비쿼터스 망의 보안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에 따라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은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 가입하는 단계

와, 대칭적인 키 인증과 함께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인증을 받는 단계와, 상기 하

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받은 인증에 따라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망 영역들에 접근하는 단계로 이루

어진다. 본 발명의 보안 프로토콜 모델은 텔레매틱스(telematics) 기술과 함께 구현될 수 있으며 길에서 운전하는 사용자

가 다양한 여러 망 영역들을 출입하며 다른 망 서버들과 안전하고 한결같은 통신 연결을 가질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 가입하는 단계와;

대칭적인 키 인증과 함께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인증을 받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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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받은 인증에 따라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망 영역들에 접근하는 단계

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대칭적인 키 인증은 타임 스템프 정보와 논스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

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싱글 사인 온 절차는 패스워드 보호 체계와 생물측정학(biometrics) 데이터 확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은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통신 링크로 연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비쿼터스 서버들에서

제공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비쿼터스 망 서비스들의 이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망 영역들은 대칭적인 암호 키들을 공통으로 사용하여 계산적으로 빠르고 최소한의 메모리 자원을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6.

사용자가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하여 인증 서버에게 자신을 인증하여, 그 서버는 임시 허가를 발행하여 망 서비스에 대

한 접근을 요청하는 인증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임시 허가를 이용하여 망 서비스 서버로부터 제공하는 특정한 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고, 상기 사

용자가 상기 요청한 망 서비스에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제 1 접근 서버가 환인 한 후에 서비스 허가 티켓을 받아서 사

용자가 상기 망 서지스 서버에 대한 접긍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단계와;

사용자와 상기 제 1 접근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는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생성된 세션 키를 받고,

상기 제 1 접근 서버에서 생성한 대응 세션 키를 받아서 사용자와 상기 망 서비스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키 협상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 상기 접근 서버, 및 상기 망 서비스 서버는 같은 망 영역의 일부이며, 상기 서비스 허가

티켓은 성기 제 1 접근 서버에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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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접근 제어 단계는,

제 2 접근 서버로부터 상기 서비스 허가 티켓을 받는 것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 2 접근 서버와 상기 망 서비스 서버는 상기

제 1 접근 서버와 다른 망 영역의 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키 협상 단계는,

사용자와 또 다른 망 서비스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상기 제 2 접근 서버에서 생성한 또 다른 대응 세션 키를 받는 것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와 상기 제 1 접근 서버는 운영자의 인증, 허가, 및 과금 서버의 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허가는 유효 기간이 제한된 티켓 허가 티켓(Ticket Granting Ticket: TG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단계는 타임 스템프 정보와 논스 정보를 이용하는 대칭적인 키 인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6항에 있어서, 상시 싱근 사인 온 절차는 패스워드 보호와 사용자 생물측정학(biometrics) 데이터 확인을 함께 사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및 제 2 접근 서버들은 각각의 망 영역들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접근 서버들은 각각 서로 협의된 비밀 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

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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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망과 통신을 수행하는 송수신기와;

상기 통신이 언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프로토콜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송수신기 및 메모리와 협력하도록 구성되어 상기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 가입하는 단계와;

대칭적인 키 인증과 함께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인증을 받는 단계와;

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받은 인증에 따라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망 영역들에 접근하는 단계

들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대칭적인 키 인증은 타임 스템프 정보와 논스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싱글 사인 온 절차는 패스워드 보호 체계와 생물측정학(biometrics) 데이터 확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은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통신 링크로 연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비쿼터스 서버들에

서 제공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비쿼터스 망 서비스들의 이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망 영역들은 대칭적인 암호 키들을 공통으로 사용하여 계산적으로 빠르고 최소한의 메모리 자원을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1.

유비쿼터스 망과 통신을 수행하는 송수신기와;

상기 통신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프로토콜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송수신기 및 메모리와 협력하도록 구성되어 상기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하여 인증 서버에게 자신을 인증하여, 그 서버는 임시 허가를 발행하여 망 서비스에 대

한 접근을 요청하는 인증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임시 허가를 이용하여 망 서비스 서버로부터 제공하는 특정한 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고, 상기 사

용자가 상기 요청한 망 서비스에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제 1 접근 서버가 환인 한 후에 서비스 허가 티켓을 받아서 사

용자가 상기 망 서비스 서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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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상기 제 1 접근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는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생성된 세션 키를 받고,

상기 제 1 접근 서버에서 생성한 대응 세션 키를 받아서 사용자와 상기 망 서비스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키 협상 단

계를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 상기 접근 서버, 및 상기 망 서비스 서버는 같은 망 영역의 일부이며, 상기 서비스 허가

티켓은 성기 제 1 접근 서버에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접근 제어 단계는,

제 2 접근 서버로부터 상기 서비스 허가 티켓을 받는 것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 2 접근 서버와 상기 망 서비스 서버는 상기

제 1 접근 서버와 다른 망 영역의 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키 협상 단계는,

사용자와 또 다른 망 서비스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상기 제 2 접근 서버에서 생성한 또 다른 대응 세션 키를 받는 것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5.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와 상기 제 1 접근 서버는 운영자의 인증, 허가, 및 과금 서버의 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6.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허가는 유효 기간이 제한된 티켓 허가 티켓(Ticket Granting Ticket: TG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7.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단계는 타임 스템프 정보와 논스 정보를 이용하는 대칭적인 키 인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8.

제 21항에 있어서, 상시 싱근 사인 온 절차는 패스워드 보호와 사용자 생물측정한(biometrics) 데이터 확인을 함께 사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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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및 제 2 접근 서버들은 각각의 망 영역들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접근 서버들은 각각 서로 협의된 비밀 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계산적으로 빠르고 적은 메모리 자원이 요구되는 유비쿼터스 망을 위한 보안 프로토콜 모델에 관한 것이다.

유비쿼터스 망 기술은 널리 보급되는 컴퓨터 통신 및 통신 자원의 유용성을 상징한다. 한편, 소위 "전능망 또는 환경망

(Ambient Networks)" 기술은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제 4 세대 (4G) 시스템을 위한 완전 인터넷 프로토콜(all-IP)을 기반

으로 하며, 다른 망 사업자들의 다수의 망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다른 접근 기술들을 사용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접근 기

술,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며 유비쿼터스 망 통신의 증가 추세를 초래한다. 물리적인 환경

에 전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이동 장치들과 컴퓨터들의 사용을 증대

하는 방법들도 존재한다. 유비쿼터스 통신의 역동성 때문에 해커가 사용자 장치에 대한 제어를 획득하거나, 통신 채널의

도청, 민감한 모바일 상거래(m-commerce)의 변경, 서비스 거부 (Denial of Service: DoS), 타인의 신분으로 서비스 또는

상품 거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위협들에 대한 보호책 및 대응책들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선 네트워킹 및 광대역 기술들의 연속적이고 한결같은 사용이 존재하는 늘어나고 있는 상호 연결되는 유비쿼터

스 망들에서의 보안 어플리케이션들의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조직과, 어제, 어디서나, 그 어떤 말

및 어떤 장치들과의 안전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유비쿼터스 망의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토콜 모

델을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망의 보안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유비쿼터스 망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은,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의

망 영역에 사용자가 가입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가입한 사용자를 대칭적 키 인증과 함께 하나의 등록(싱글 사인 온: single

sign-on)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하나의 망 영역으로부터 인증을 하고, 인증 받은 사용자가 상기 하나의 망 영역으로부터

받은 인증을 기초로 상기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망 영역에 접근을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여기서, 대칭적 키 인증은 타임 스탬프(time stamp) 정보 및 논스(nonce)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싱글 사인 온 절차는

패스워드 보호 체계와 함께 사용되는 사용자 생물측정학(biometrics) 데이터 확인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허용하는

단계는 인증 받은 사용자가 안전하거나 불안정한 링크들로 연결된 여러 유비쿼터스 망 서버들에서 제공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비쿼터스 망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망 영역들은 공통적으로 대칭적 암호화

(encryption) 키들을 사용하여 최소의 메모리 자원으로 계산적으로 빠른 방식으로 인증을 수행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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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유비쿼터스 망의 보안에 대한 몇 가지 실시 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며 그 예들은 첨부된 도면에 도

시되어 있다.

개발되는 유비쿼터스 망들은, 유선 및 무선 망들과 피어-대-피어(peer-to-peer: P2P) 오버레이(overlay) 망들 간에, 여

러 종류의 장치들 사이의 상호동작(interactions)을 할 수 있게 하줄 것이다. 통신 기술들의 통합(convergence) 및 매우

적응적인 재구성 가능한 장치들에 의해, 동적이고(dynamic), 이질적이고(heterogeneous) 및 분포된(distributed) P2P 오

버레이(overlay) 망들은 새로운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의 개발을 도모할 것이다. 본 발명은 계산적으로 빠르고 낮은 메모리

자원이 요구되며 유비쿼터스 망들을 위한 실용적인 보안 프로토콜 모델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대칭적인 키들을 기반으로

한 망 인증 기술 및 하나의 등록(싱글 사인 온: single sign-on) 방식을 합쳐놓은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전능망(Ambient

Networks)의 서비스들과 망 어플리캐이션들의 사용자들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망들의 보안 해결책의 요구사항들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

A. 일반적인 보안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에는 (1) 비밀성(confidentiality) 및 무결성(integrity), (2) 인증(authentication), (3) 허가

(authorization) 및 (4) 비부인성(non-repudiation) 있다.

비밀성 및 무결성은 정보의 허가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유비쿼터스 망 관리 정보는 저장될 때와 전송할 동

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보호의 일 예로는 패스워드에 의한 것이다. 다른 보호책으로서는 파일의 내용에 대한 암호 해쉬

(cryptographic hash)를 그 파일의 저장 및 검색(retrieval)할 때 키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증은 한 객체가 다른 객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보안 서비스들 중 가장 중요하다. 유비쿼터스 망

에서는 상호 인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호 인증 프로토콜들은 사용자-대-장치(User-to-Device: U2D), 장치-대-장치

(Device-to-Device: D2D), 장치-대-망(Device-to-Network: D2N), 및 사용자-대-서비스제공자(User-to-Service

Provider: U2S)의 인증에서 중간 개입자 ("man-in-the-middle")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허가는 유비쿼터스 망 장치에 태스크(task)를 실행하고 사용자가 그 장치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절차를 의미한다. 본 장치들(home devices)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 환경 인증은 특정한 장치들을 위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에 대응한다. 외부 장치들(foreign devices)에 대해서는, 장치의 소유자는 특정한 접근 권한을 외부 사용자들에게 부

여하여 이런 외부 장치들의 이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사용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비부인성(non-repudiation)은 한 객체가 기존의 책임들(commitments) 또는 행동들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이

다.

B. 구체적 보안

구체적 보안 요구사항들에는 (1) 지역적인 보안 해결책들과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2) 유비쿼터스 망 관리의

유용성(availability), (3) 자격(credentials)의 보호, 철회(revocation), 및 갱신 (4) 위임(delegation), (5) 플랫폼

(platform)의 보호, (6) 하나의 등록 (싱글 사인 온: single sign-on), 및 (7) 콘텐츠 보호를 포함한다.

지역적인 보안 해결책들과의 연동성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에는 다른 보안 영역들 내에 존재하는 장치들로 구성된다.

각 영역에는 지역적인 보안 해결책들이 있지만, 다른 지역들의 보안 해결책들과 유비쿼터스 망 수준에서 서로 잘 조화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지역적인 보안 해결책들의 변경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망 구조의 보안은 기존의지역

적인 보안 해결책들과 호환가능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망 관리기능들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 기술은 장치들의 망 가입과 망 이탈이 이루어지는 아주 동

적인 자체 적응하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한 장치가 서브-망의 게이트웨이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면, 이탈할 때 서브-망 전

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동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 망 환경이 제대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

을 유지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장치 관리(Ubiquitous Device Management: UDM) 기능들이 포괄적인 유용할 필요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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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보호, 철회, 및 갱신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의 자격들은 다른 여러 계층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런 자격

들은 유선 및 무선 통신을 위한 링크 계층에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망 계층에는IP (및 IPSec)가 존재한다. 전송 계층에는,

SSL/TLS 보안 프로토콜들이 내장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 자격은, 전송 계층 위에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계층

(즉, 서비스들이 실행되는 미들웨어 계층) 밑에 있는 유비쿼터스 망 오버레이에도 존재한다. 물론, 이 모든 자격들은 충분

히 보호되야 하며, 이들의 철회 및 갱신을 위한 프로토콜들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기술에 따라 보안 관계들의 끝점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망 내부구조의 서브-망들에는 다른 보안 프로토콜들이 존재하며, 유

비쿼터스 망 단계에서는 균일한(uniform) 프로토콜들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토콜들은 이질적이고 동적인 환경의 기존 해

결책들을 통일시켜준다.

위임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 기술은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들을 위한 여러 장치들과 여기에 실행되는 서비스들에 참가

하는 환경을 가진다. 유비쿼터스 망 기술의 자체 적응 특성 때문에, 한 서비스는 장치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서비스가 실행

되고 있는 서브-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으며, 장치가 자동차 망 환경에서 집 망 환경으로 이동할 때가 일 예이다. 유비쿼터

스 망 사용자들이 이 모든 변화를 인증하기엔 아주 복잡하며, 사용자들이 모바일 에이전트(mobile agents)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한을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관리 기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platform) 보호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 기술의 주요 개발 동기(motivation)는 유비쿼터스 장치들에게 어플리

케이션들을 안전하게 다운로드하는 기능과, 안전한 방식으로 유비쿼터스 망 장치들이 재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 유비쿼터스 망 장치들의 목적이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된 어플리케이션

들의 근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해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장치를 재구성할 위험이 있다. 따

라서, 그 어떤 형태의 안전한 이동 실행 환경(Secure Mobile Execution Environment (SMExE)을 제공하여 플랫폼에 대

한 이런 공격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등록(싱글 사인 온: single sign-on)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들은 기존의 환경들과 연동하는데, 각각 특정한 인

증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이 제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장치, 망 및 서비스들을 인증해야되기 때문에, 하

나의 등록 해답의 구현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들이 단 한 번의 인증으로 유비쿼터스 망들의 한결 같은(seamless) 동작을

모든 망 영역들에서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에 따라 유비쿼터스 사용자들이 중단 없이 유비쿼터스 망들에 이탈 및 참가

할 수 있게 해준다.

콘텐츠 보호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유비쿼터스 망 기술 개발

의 주요 원동력이다. 이런 서비스들 중 상당수는 차세대 디지털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의 이동 콘텐츠를 최종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디지털 특성이 완벽한 복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저작권이 보호되기를 원할 것이다. 유비쿼터

스 망 환경들이 DMB 이동 콘텐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그 어떤 형태의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시스템이 유비쿼터스 장치들에 구현될 필요성이 있다.

유비쿼터스 망들의 보호 특성들에 대해서는, (a) 이질적 특성, (b) 동적이고 자체 편성하는(self-organizing) 특성, 및 (c)

비공개(프라이버시: privacy) 및 신뢰(trust) 특성들이 있다. 유비쿼터스 망들에는 찾기 어렵고 secure하기 힘든 여러 위

협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러 한결 같은(seamless) 망 환경에서 해커가 사용자 장치에 대한 제어를 획득하거나, 통신

채널의 도청, 민감한 모바일 상거래(m-commerce)의 변경, 서비스 거부 (Denial of Service: DoS), 타인의 신분으로 서비

스 또는 상품 거래 등이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망 내부 구조는 참가하는 사용자 장치들간의 어느 정도의 보안 제공이

요구된다.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 내부 구조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가 유선 및 무선망들의

상호 연결을 허용하여, 그 어느 망에서 서비스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어떤 망에서 악

의적인(malicious) 노드들로부터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청에 대하여 잘못된 응답을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

레벨 통신에 오류를 발생하거나 트래픽을 잘못 라우팅하는 DoS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보안 프로토콜들 및

자격의 관리를 도입해서 DoS 공격을 방지하고,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 사용자 입장에서 끝단-대-끝단(end-to-end) 보안

을 이루는 것이 쟁점이다.

동적이고 자체 편성하는 특성들에 대해서는, 편재성(ubiquity)의 주 동기는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을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 정책을 시행하면서 요구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이런 서비스들은 여러 종류의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 장치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따

라서,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순위들은 그들의 위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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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특정한 시간에 이용가능한 처리 자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용자들이 하나의 망에서 다른 망들로 이동할

때, 망에 가입, 이탈 또는 재가이발 때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의 망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역동적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 망에 가해지는 보안 위협들은 다른 망들과 다르다. 따라서, 이런 역동성 때문에, 유비쿼터스 망 사

용자 장치들은 계산적으로 빠른 인증이 필요하며, 유비쿼터스 망에 가입, 이탄, 또는 재가입할 때 허가 보안 프로토콜이 고

안되어야 할 것이다.

비밀 보장 및 신뢰 특성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망들에서 서비스들을 접근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들과 그들의 장치들을 위

해 다른 정도의 신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들 및 그들의 장치들이 접근이 허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유비

쿼터스 망 기록 및 자원들에 반영될 것이다. 구현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제대로 동작하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망과 장

치들의 자원들을 접근할 완전한 특권을 가져야 한다. 실상을 기반으로 한 신뢰(trust) 모델들 및 신뢰에 대해 판단할 능력

을 개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객체들을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 특성이 유비쿼터스 망들에 요구된다. 따라서, 유비쿼터

스 망 환경을 위한 보안 구조는 실상과 사회적 개요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안전한 실행을 허용하도록 만

들어져야 한다.

현재 3G 통신 시스템 및 무선 LAN 기술(와이파이: WiFi)의 사용으로, 미래의 이동 장치들은 더욱 증가하는 서비스들에 대

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통신 기술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들을 다양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장치들에

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큰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런 장치들 중 일부는 무선 개인 영역 망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WPANs)에 연결

되어, GPS 인공 위성(18)의 적용 범위 내에 위치한 사용자들이 집, 자동차,사무실 및 상거래 망들(10, 12, 14, 16)과의 접

근을 허용해줄 수 있다. 무선 개인 네트워킹 개념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유비쿼터스 통신 기술들을 이용하여 개인 장치들

간의 상호동작을 허용하는 내부구조를 전망할 수 있다. 피어-대-피어 (Peer-to-Peer: P2P) 오버레이 망 환경의 이용가능

성은 즉각 요구(on-demand) 서비스들의 더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유비쿼터스 망들의 오버레이(overlay)

들를 형성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 망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여러 이익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안전한 유비쿼터

스 어플리케이션들과 이들이 실행가능한 안전한 환경의 제공에 대한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의 기본 개념은 미래의 유비쿼터스 tele통신 시스템들이 광범위한 서비스들에 대한 이질적 유선 및

무선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한다. 그 결과, 이동적 특별 P2P (Mobile Ad hoc P2P: MAP2P) 망과 같은 많

은 협력 망들이 형성되며, 이들은 자체 편성 P2P 내부 구조를 형성한다. 유비쿼터스 망은 다른 망들을 통해 여러 개의 서비

스들에 접근하는 여러 사용자 장치들과 연관 가질 수 있다. 이 상황은 UST WSI 프로젝트의 "멀티스피어" (MultiSphere)

개념과 조금 비슷한데, 여기서 사용자는 게이트웨이들과 서로 연결된 여러 사용자 장치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망의 적용 범위는(coverage) 그다지 광범위하지 않지만 작은 범위(coverage) 구역이나 섬(island) 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은 협동하는 망들의 집단과 서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한 세션

(session)은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서비스 전달 수단(mechanisms) 범위 내에 있을 때마다 설정되거나 계

속 이루어진다. 이런 전달 수단들은 디지털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 DMB) 망, 무선 망, 또

는 개인 MAP2P 망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MAP2P에 그룹을 형성하는 장치들은 다양하며 사용자들이 연관지은 다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

경들로부터, 즉, 사무실 환경 (24) (예, 원격 접근 제어, 법인 인트라넷, 등), 집안 환경 (20) (예, 집PC, 소비자 가전 제품,

셋-톱 박스(Set-Top Boxes: STB), 집 게이트웨이, 등), 차량 또는 이동성 환경 (22) (예, 자동차 망, DMB 시스템, 항법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상거래 환경 (26) 및 개인 (WPAN) 환경 (28) (예, 이동 장치, 포켓 PC, WiFi 노트북 컴퓨터, 등)

에서 유래된다.

예를 들어, 유비쿼터스 망 사용자는 집 서버 또는 집 망 내의 STB를 쉽게 구성하여 원하는 영화 선택을 위한 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여행중일 때, 곤 상영될 선택된 영화에 대한 메시지를 STB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런 메

시지를 3G 또는 IEEE 802.11/802.15 시스템들에 의해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집 서버(또는 STB)로 지시를 보내서 유비쿼터스 망 내부 구조를 통해 그

에게 영화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의 전달은 서로 연결된 다른 망 내부구조에 의해 제공되며, 사용자

가 방해 없이 그 서비스를 한결같이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흐름을 이용하기 위해, "조직적인" 또는 "비조직적인

" P2P 오버레이들을 형성하여 자체 편성 MAP2P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를 만들 수 있다. 이들 이런 오버레이 망들은

유비쿼터스 망 내부 구조의 일부를 이루며 크기 조정 가능하고(scalable), 자체 편성적이고(self-organizing), 결함에 내성

이 있어서(fault-tolerant) 효과적인 부하 균형(load-balancing)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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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대-유비쿼터스 사용자 (Ubiquitous-to-Ubiquitous User: 이하U3 사용자)를 위한 본 발명의 보안 프로토콜

제안의 동기는 U3 사용자 및 장치들이 계산적으로 빠른 방식으로 인증하여, 모든 망 영역들(즉, 집, 사무실, 차량, WPAN

망 환경)에 대하여 한결같고 안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U3 사용자는 안전하지 못한 망들에 의해 연결된

다른 유비쿼터스 서버들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 속하는 모든 장치들은 그 망 영역 내의 유비쿼터스 망 서버와 안전하게 초기 적재

(bootstrapped) 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본 발명의 보안 프로토콜은 개선된 케르버로스(Kerberos) 방식 ("케르버로스 망

인증 서비스", J. Kohl 및 C. Neuman, Network Working Group Request for Comments: 1510, Tech. Rep., 1993년 9

월, 에서 설명) 기반을 두며, 대칭적 키 암호의 기초를 가지며, 키 관리는 trust 관계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Pervasive 컴

퓨팅 환경에서의 신뢰-기반 보안", IEEE Computer, vol. 24, no. 12, pp. 154-157, 2001년 12월 에서 설명).

개념적으로, 케르버로스 방식은 간단하며 기본적인 요소는 티켓(tickets)들과 세션 키(session keys)들이 있다. 다른 사람

들에게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중앙 관리소로부터 티켓을 먼저 획득해야 하고 이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케르버로

스에서는 이 권한을 키 분배 중심지(Key Distribution Center: KDC)라고 하며, 이런 서비스는 각 망 영역 제어기에 구현

된다. 하지만, 케르버로스 방식은 하나의 망 내에서 클라이언트-대-서버의 보안 프로토콜에만 관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

명은 클라언트와 서버 사이뿐만 아니라, 각각 최소한 하나의 서버를 가진 다른 망 영역들 사이의 보안 프로토콜에 관한 것

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망 영역들에 가입, 이탈, 또는 재가입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이동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여

러 다른 망 영역들 사이를 이동하는 사용자들의 이동성을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보안 프로토콜을 제공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케르버로스 방식을 유비쿼터스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존의 케르버로스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타임 스템프(time stamp) 및 논스(nonce 즉, 반복하지

않는 지시자)의 특징들을 사용하여 하나의 등록(싱글 사인 온: single sign-on) 수단 (즉, 생물측정학: biometrics)과 함께

모든 로밍(roaming) 영역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칭적인 키 인증을 사용하는 장점은 비대칭적 공용 키 알고리즘보다 계산적으로 빠르다. 대부분의 U3 이동 장치들은 크

기가 작으며 제한적인 계산 능력과 메모리 자원을 가진다. 이는 유비쿼터스 망을 위한 암호 primitives의 사용에 엄격한 제

한을 둔다. 길이가 긴 암호 키들을 저장하고 연산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보안을 보장하기에는 자원 소비가 클 것이다. 이런

장치들의 메모리는 장치 구동 시스템과 유비쿼터스 망들의 어플리케이션들과 함께 나누어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 결과, 흔히 사용 가능한 암호 요소(primitives)들을 구현하기 위한 메모리가 그 장치에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제한

들 때문에, 비대칭적 암호를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더 작은 크기의 키를 사용하고 계산적인 측면에서 수 배 빠른 대

칭적인 암호가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이런 계산적으로 빠른 안전한 환경으로, U3 사용자들은 하나의 유비쿼터스

망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쉽게 이동 가능하며, 최소한의 자원을 이용하여 통신 세션을 가입 또는 이탈이 한결 같이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보안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알고리즘을 도시하는데 이동 단말기(30), 영역 3(32), 운영자 AAA

서버(34), 인증 서버(AS) (35), 티켓 허가 서버(TGS)(36), 및 서비스 서버(37)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망에

서 사용자 및 어플리케이션 접근의 보안에는 세 단계가 있으며, 인증, 접근 제어, 및 키 협상에 대하여 이하 더 자세히 설명

한다.

(1) 인증 단계

U3 사용자들은 먼저 하나의 등록 (싱글 사인 온: single sign-on) 기술을 이용하여 인증 서버(Authentication Server:

AS)에 자신을 인증하고, 서비스들에 접근을 요구하기 위한 임시 허가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한다. 이 허가는 티켓 허가 티켓

(Ticket-Granting Ticket: TGT)라고 하며, 제한된 유효 기간(수명)을 가진 여권(패스포트: passport)와 비교될 수 있다.

(2) 접근 제어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각 U3 사용자는 TGT를 이용하여 서비스별 접근 허기를 받는데, 예를 들어,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S1, S2, .., SN 를 접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티켓 허가 티켓 서버(Ticket Granting Server: TGS)는 각 U3 사용자가 요청

한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버들 (S1, S2, ..., SN)을 위한 서비스 허가 티켓(Service Granting Ticket:

SGT)으로 응답한다.

(3) 키 협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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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는 U3 사용자들 및 티켓 허가 서버(Ticket Granting Server: TGS) 사이의 통신을 위해 세션 키를 생성하고, TGS 는

U3 사용자들과 서비스별 서버들 사이의 통신을 위해 대응되는 세션 키를 생성한다.

도 3의 절차들이 이하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 1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이동 장치에 로그-인(log-in) 하여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동 장치

는 제1 메시지 M1 을 사용자의 타임 스템프 TU3 및 논스 NU3 를 보내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1 : U3 --> AS : (U3, TGS, TU3, NU3) .

제 2 단계에서는, AS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사용자(U3)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의 생물측정학(biometrics) 데이터로부터 (예, 스캐닝된 지문, 패스워드 보호와 함께 실행

되는 음성 및 얼굴 인식), 대칭적 키(KU3)를 생성한다. 그 다음, AS는 수신한 사용자 프로토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 장치

(IDU3)의 IP 주소 및 MAC 주소 등과 같은 자격을 획득한다. AS는 티켓(TicketTGS) 및 세션 키(KU3,TGS)를 생성하여 제 2

메시지(M2)를 사용자(U3)에게 보내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2 : AS --> U3 : EKU3 ( KU3,TGS , TGS, NU3 , TAS , LTGS, TicketTGS) ,

여기서, EK는 대칭적인 키 K를 이용한 암호화, Kx 는 x의 비밀 키, Kx,y 는 x 및 y를 위한 세션 키, 그리고 L 은 TicketTGS

의 생명(유효 기간)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icketTGS = EAS,TGS ( KU3,TGS , U3, IDU3 , TGS, TAS , LTGS ) .

제3 단계에서, M2를 수신하면, 이동 장치는 생물측정학(biometric) 데이터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한

다. 이 것들은 대칭적인 키 KU3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며 이동 장치가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자가 정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키 KU3는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즉, 이

동 장치)는 Authenticator를 생성하여 TGT와 함께, 그리고 원하는 서버의 이름(S1, S2, ..., SN )을 TGS로 보내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3 : U3 --> TGS : ( S3 , TicketTGS , N'U3 , AuthenticatorU3,TGS ) ,

여기서, AuthenticatorU3,TGS = EKU3,TGS ( U3, IDU3 , T U3 , N'U3 ), T'U3 는 사용자(U3)와 같은 이동 단말이 그 특정한

시기에 생성한 타임 스템프이며, N'U3 는 논스(즉, 반복하지 않는 지시자)이며 같은 이동 단말에 의해 다른 시기에 생성된

다.

제 4 단계에서, TGS가 TicketTGS 를 해독한 후에, 세션 키 KU3,TGS 를 획득하며 AuthenticatorU3,TGS를 해독하는데 사용

된다. 그 후에, TGS는 사용자의 이름과 타임 스템프를 확인한다. 이 절차들이 성공적이면, U3 사용자는 서버(예, S3)에 대

한 접근 권한이 허용될 것이다. 서버 S3에 대한 접근을 위해 타임 스템프 TTGS , 세션 키 KU3,S3 , 및 티켓 TicketS3이 생성

된다. TGS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 M4를 U3 사용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

M4 : TGS --> U3 : EKU3,TGS ( KU3,S3 , S3 , NU3 , TTGS , TicketS3 ) ,

여기서 TicketS3 = EKU3,S3 ( KU3,S3 , U3 , IDU3 , S3 , TAS , LS3 ) .

제 5단계에서, U3 사용자는 M4 를 해독하여 서버 S3 과의 안전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세션 키를 획득한다. U3 사용자는

새로운 인증자 (Authenticator)를 생성하여 U3 사용자의 티켓과 함께 S3 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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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 U3 --> S3 : ( TicketS3 , AuthenticatorU3,S3 ) ,

여기서 AuthenticatorU3,S3 = EKU3,S3 ( U3, IDU3 , T'U3 ).

제 6 단계에서, 서버 S3는 키 KTGS,S3 를 이용하여 수신한 티켓을 해독하고, 세션 키KU3,S3를 획득한다. 그 후, 서버 S3는

이 키를 이용하여 Authenticator 를 확인하고 메시지 M6를 U3 사용자(들)에게 보낸다:

M6 : S3 --> U3 : EKU3,S3 (T'U3 + 1 ).

제 7단계에서, U3 사용자는 이 메시지(M6)를 해독하고 하나 증가된 타임 스템프를 확인한다. 이 절차들이 성공적이면,

U3 사용자는 TGS가 아닌 오직 하나의 서버 S3 와 안전한 통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상기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보안 프로토콜은, 같은 영역 내(inter-domain) 인증에도 확장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버 S3에

접근 가능한 U3 사용자들은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망 영역들(S1 , S2 , ..., SN)의 서비스들과 접근할 수 있다.

도 4는 상기 설명된 기본 보안 프로토콜을 같은 영역 내의 통신을 위해 확장된 제안을 도시하는데, 영역 3 (41) 내에는 이

동 단말 (40)과, AS(43)와 TGS(44)를 포함하는 운영자 AAA 서버 (42)가 있고, 영역 1 (45) 내에는 서버 (S1)(46), AS

(47) 및 TGS(48)가 있다. 같은 영역 내의 인증은 한 망 영역에서 다른 망 영역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다른 망 영역에 속하는 두 개의 TGS가 필요하며, 서로 협의된 비밀 키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로 망 영역 3 및 1 내의

TGS3 및 TGS1를 위한KTGS3, TGS1 가 각각 필요하다. 같은 영역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서버 S3의 지역 TSG3는 서버 S1

의 원격 TGS1를 "원격 로밍" 서버로 간주하며 TGS3는 TGS1을 위해 티켓을 발급할 수 있다.

U3 사용자가 원격 망 영역 1을 위한 TicketTGS1 을 획득한 후에, U3 사용자는 원격 망 영역 1의 원격 TGS1 에 요청을 보

내고, 요청한 서버S1와의 안전한 통신 설정을 위해 TGS1은, 상기 설명된 알고리즘 단계들에 의해 U3 사용자에게

TicketS1 을 발행한다. 여기서 주요한 점은, 원격 망 영역이 지역 영역의 AS를 신뢰하지 않으며, 원격 AS는 방문하는 U3

사용자들에 대한 자신의 인증 확인을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망 접근을 위한 본 제안의 보안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계산적으로 빠르고 균일한 자격들을 안전하고 한결같이 획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보안 모델은 대칭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망들에서 안전한 통신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인증 방

식은 계산적으로 빠르다. 본 발명은 또한 생물측정학(biometrics) 데이터(즉, "당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와 함께 패스워드

보호(즉,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를 수행하여 (패스워드 알아 맞추기와 같은) 해킹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발

명은 타임 스템프와 논스를 추가하고 하나의 등록(싱글 사인 온) 수단을 함께 사용하여 기존의 케르버로스 방식을 개선하

였다. 타임 스템프와 논스는 유비쿼터스 망 환경에서 메시지의 신선도(freshness)를 위해 도입된 것이며, 이는 응답 공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타임 스템프는 양측 통신을 위해 동기화된 클럭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책

(countermeasure)으로, 즉, 논스를 또한 사용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보안 모델은 자격 소유를 확인하기 위한 티켓과 세

션 키들을 이용하여, 다른 망 영역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을 접근할 때 다른 사람의 자격을 위장하는 수동적인(passive)

및 적극적인(active) 공격자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같은 영역내의 보안 프로토콜은 기존의 인증, 허가 및 과금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AA) 서버들 및 기존의 이동 사업자 망 내부구조에 제공된 인증 접속

사용자 서비스(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RADIUS)를 이용하여 쉽게 구현될 수 있으며, 이런 망 영역들에서

다른 유비쿼터스 망 서비스들의 접근을 허용해 준다.

전능 지능(Ambient Intelligence)은, 무선 세계 주도권 (Wireless World Initiative: WWI) 내의 IST EU 6th 프레임워크 프

로그램(Framework Program: FP6)의 연구 노력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이고 계산적으로 빠른 4G 유비쿼터

스 망들을 정의하여 타인들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주는데 있다. 이런 틀 내에, 전능 망들(Ambient

Networks)은 완전 IP 기반 4G 망들에 기초를 두며 IPv6를 채용했다. 또한, 완전 IP 기반 4G 망들은 전능망 서비스들을 쉽

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는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지원하고, 유비쿼터스 망들에서 완전한 이동성, 및 다양한 무선

접근 기술들을 위한 것이다. 전능 망(Ambient Networks)들은 또한 영역 구조적이며, 피어-대-피어 관점 망 제어를 제공

할 목표를 가지며, 다양한 망 제어 기술들로부터 발생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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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은 망 어플리케이션들과 서비스들의 사용자들에게 동등(homogeneous)해 보이도록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유비쿼터스 망을 위한 보안 프로토콜 모델은 전능 망들(Ambient Networks)의 보안 요구사항들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다.

개발되는 유비쿼터스 통신 시스템들은 인터넷으로 동작가능 하거나 완전 IP 구성을 기반으로 한 점점 다양해지는 장치들

간의 상호동작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여러 망 영역에서 다른 통신 기술들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서

비스들의 이용을 허용할 것이다. 역동적이고 이질적으로 분배된 망들은 통신 기술들의 집약을 통해 새로운 기회들을 생성

할 것이며 매우 적응이 빠른 재구성 가능한 장치들의 개발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증가된 이동성은 여러 종류의 보안

쟁점들을 가져다준다.

이 설명은 유비쿼터스 망들에 대한 여려 보안 특성들과 쟁점들을 설명하며 하나의 등록 (싱글 사인 온: single sign-on) 수

단과 계산적으로 빠른 망 인증 방식을 기초로한 한결같은 보안 프로토콜 모델을 정의한다. 이런 보안 모델의 목적은 다양

한 망 영역들에서 다른 접근 기술들을 가진 유비쿼터스 망들의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포괄적이고 한결같은

보안 구조를 정의하는데 있다. 상기 설명된 본 발명은 이 목적을 달성하지만, 접근 제어 권한에서 위임 및 철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추가 개선 및 개선들도 고려될 수 있다.

공용 암호 키(예, 비부인성 및 암호 키 위탁)가 요구되는 서비스들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망들에서의 디지털 서명과 같은

비대칭적인 암호화 기술의 도입은, 상당히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며 유비쿼터스 망에서 이동 장치들간의 상호 인증 서

비스로 구현하기에는 실현성이 없거나 또는 비경제적일 수 있다. 대칭적/비밀 키 암호는 공용의 비밀 키들을 사용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시작하기가 어렵고 (즉, 비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A는 B를 먼저 만나야 한다), 크기 조정하기 어려우며

(즉, A가 C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새로운 비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함), 그리고 모순적이다 (즉, A와 B 모두

비밀 키를 가지면, A는 B를 완전히 신뢰해야 함). 그 반대로, 비대칭/공용 키 암호는 공통 비밀 키들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하이브리드(hybrid)적이고 경량의 비대칭적 및 대칭적 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이며, 비대칭적 키 암호는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고 대칭적 키 암호는 다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ID-기반 암호-시스템들과 같은 가벼운 비대칭적 기술은 같은 영역 내부의 망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안하

기 위한 지능적인 설비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군사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안할 수도 있다. ID-기반 시스템들은 이용가능한

명백한 공공 키가 필요 없으며, 키는 공공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로부터 구성된다. 비대칭적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독자

적인 이름이 공적인 키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런 ID-기반 기술의 특성들은 포괄적 유비쿼터스 망 보안 구조에 아주 적

합하다.

본 발명은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 가입하는 단계와;대칭적인 키 인증과 함께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

하여 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인증을 받는 단계와; 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받은 인증에 따라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망 영역들에 접근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

근을 획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대칭적인 키 인증은 타임 스템프 정보와 논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싱글 사인 온 절차는 패스워드 보호 체계

와 생물측정학(biometrics) 데이터 확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인증은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통신 링크로 연결

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비쿼터스 서버들에서 제공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비쿼터스 망 서비스들의 이용을 허용해줄

수 있다. 상기 망 영역들은 대칭적인 암호 키들을 공통으로 사용하여 계산적으로 빠르고 최소한의 메모리 자원을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가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하여 인증 서버에게 자신을 인증하여, 그 서버는 임시 허가를 발행하여

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인증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상기 임시 허가를 이용하여 망 서비스 서버로부터 제공하는

특정한 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요청한 망 서비스에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제 1 접근

서버가 환인 한 후에 서비스 허가 티켓을 받아서 사용자가 상기 망 서비스 서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단계와;

사용자와 상기 제 1 접근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는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생성된 세션 키를 받고,

상기 제 1 접근 서버에서 생성한 대응 세션 키를 받아서 사용자와 상기 망 서비스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키 협상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망에 안전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인증 서버, 상기 접근 서버, 및 상기 망 서비스 서버는 같은 망 영역의 일부이며, 상기 서비스 허가 티켓은 성기 제 1

접근 서버에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접근 제어 단계는, 제 2 접근 서버로부터 상기 서비스 허가 티켓을 받는 것을 더 포함

하며, 상기 제 2 접근 서버와 상기 망 서비스 서버는 상기 제 1 접근 서버와 다른 망 영역의 일부일 수 있다. 상기 키 협상

단계는, 사용자와 또 다른 망 서비스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상기 제 2 접근 서버에서 생성한 또 다른 대응 세션 키를

받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증 서버와 상기 제 1 접근 서버는 운영자의 인증, 허가, 및 과금 서버의 일부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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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임시 허가는 유효 기간이 제한된 티켓 허가 티켓(Ticket Granting Ticket: TGT)일 수 있다. 상기 인증 단계는 타

임 스템프 정보와 논스 정보를 이용하는 대칭적인 키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싱글 사인 온 절차는 패스워드 보호와

사용자 생물측정학(biometrics) 데이터 확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 1 및 제 2 접근 서버들은 각각의 망 영역들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경로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제 1 및 제 2 접근 서버들은 각각 서로 협의된 비밀 키들

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유비쿼터스 망과 통신을 수행하는 송수신기(52)와; 상기 통신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프로토콜을 저장하는 메모리(53)와; 상기 송수신기 및 메모리와 협력하도록 구성되어 상기 보안 프로

토콜(55, 56, 57)을 사용하여,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 가입하는 단계와; 대칭적인 키 인증과 함께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인증을 받는 단계와; 상기 하나의 특정한 망 영역에서 받은 인증

에 따라 유비쿼터스 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망 영역들에 접근하는 단계들을 수행하는 프로세서(54)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50)를 제공한다.

또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유비쿼터스 망과 통신을 수행하는 송수신기(52)와; 상기 통신이 안전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프로토콜을 저장하는 메모리(53)와; 상기 송수신기 및 메모리와 협력하도록 구성되어 상기 보

안 프로토콜(55, 56, 57)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싱글 사인 온 절차를 수행하여 인증 서버에게 자신을 인증하여, 그 서버는

임시 허가를 발행하여 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인증하는 단계(55)와; 사용자가 상기 임시 허가를 이용하여 망

서비스 서버로부터 제공하는 특정한 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요청한 망 서비스에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제 1 접근 서버가 환인 한 후에 서비스 허가 티켓을 받아서 사용자가 상기 망 서비스 서버에 대한 접근

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단계(56)와; 사용자와 상기 제 1 접근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는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생성된 세션 키를 받고, 상기 제 1 접근 서버에서 생성한 대응 세션 키를 받아서 사용자와 상기 망 서비스 서버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키 협상 단계(57)를 수행하는 프로세서(5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50)를 제

공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보안 프로토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이크로

프로세서(54)는 인증 모듈(55), 접근 제어 모듈(56), 및 협상 모듈(57)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다양한 실용적인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보안 프로토콜 모델은 텔레매틱

스(telematics) 기술과 함께 구현될 수 있으며 길에서 운전하는 사용자가 다양한 여러 망 영역들을 출입하며 다른 망 서버

들과 안전하고 한결같은 통신 연결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무선 및 이동 통신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망 수용 능력과 데이터

전송 스루풋(throughput)이 증가하겠지만, 안전하고 한결같은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발명은 이렇게 앞으로 개발될

기술들에도 적용가능하다. 미래에 개선될 기술의 예로서는 소위 말하는 고압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s: PLC)

기술이 있는데, 이는 고압선을 통해 데이터 신호들의 송수신을 허용하여 망 접속(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을 전력 출구단

(즉, 콘센트)를 통해 허용할 것이며, 홈 네트워킹(home networking) 및 유비쿼터스 망 기술들의 개발을 계속 해줄 것이다.

또한, 제 4세대 (4G) 통신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본 발명의 특징들이 다양한 종류의 유비쿼터스 망들과 통합망들에

도 적용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개념적인 유비쿼터스 망 환경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보안 환경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유비쿼터스 망에서 본 발명에 따라 제안한 보안 모델의 개요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유비쿼터스 망에서 본 발명에 따라 제안된 영역 간(inter-domain)의 보안 모델의 개요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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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제안된 보안 모델을 구현한 이동통신단말의 예시적인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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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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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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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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