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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션 키 설정 방법

(57) 요약

세션 키(session key)를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네트워크와 이동국이 서로간에 코드를 전송한다. 이동국과 네트워크는 이

코드에 근거하여 상호 인증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외에도, 이동국과 네트워크는 코드에 근거하여 세션

키를 설정한다. 일실시예에서는 의도한 세션의 부분을 형성하는 메시지가 코드와 함께 전송되며 인증용 코드가 유도되는

기초를 형성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747825

- 1 -



청구항 1.

이동국이 자신의 홈 서비스 영역(home coverage area) 밖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서비스 영역으로 로밍할 때, 상기 이동

국에서 세션 키(session key)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제 1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② 제 2 및 제 3 코드(code)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③ 상기 제 2 및 제 3 코드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와,

④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제 4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 4 코드에 근거하여 상기 네트워크를 인증하는 단계와,

⑥ 상기 네트워크가 인증된 경우 상기 제 1 및 제 2 코드에 근거하여 상기 세션 키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⑦ 전역 챌린지 수신시에 카운터(counter)를 증분시켜 카운트값을 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단계 ③은 상기 카운트값과 상기 제 2 및 제 3 코드를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상기 단계 ⑥은 상기 제 1 및 제 2 코드와 상기 카운트값에 근거하여 상기 세션 키를 설정하는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①이 제 1 랜덤 번호(random number)를 상기 제 1 코드로서 수신하고,

상기 단계 ②가 카운터를 증분시켜 카운트값을 상기 제 2 코드로서 구하는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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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로밍 이동국의 홈 서비스 영역 밖에 존재하는 서비스 영역을 가지는 네트워크에서 세션 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제 1 코드를 전송하는 단계와,

② 상기 로밍 이동국으로부터 제 2 및 제 3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 1 및 제 2 코드에 근거하여 세션 키를 설정하는 단계와,

④ 상기 제 3 코드 및 상기 세션 키에 근거하여 상기 로밍 이동국을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②는 카운트값을 수신하며,

상기 세션 키 설정 방법은,

⑤ 상기 카운트값을 저장하는 단계와,

⑥ 상기 저장된 카운트값이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단계 ③은 상기 저장된 카운트값이 상기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제 1 및 제 2 코드와 상기

카운트값에 근거하여 상기 세션 키를 설정하는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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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 9 항에 있어서,

⑤ 상기 이동국이 인증된 경우에 제 4 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⑥ 상기 제 4 코드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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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제 1 당사자에서 세션 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제 2 당사자로부터 제 1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② 제 2 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③ 상기 제 1 및 제 2 코드에 근거하여 세션 키를 설정하는 단계와,

④ 상기 세션 키를 사용하여 제 1 메시지에 대해 키 암호화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제 3 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⑤ 상기 메시지와 상기 제 2 및 제 3 코드를 상기 제 2 당사자에게 전송하는 단계와,

⑥ 상기 제 2 당사자로부터 제 4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⑦ 상기 제 4 코드에 근거하여 상기 세션 키를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당사자는 로밍 이동국이고, 상기 제 2 당사자는 상기 로밍 이동국의 홈 서비스 영역 밖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이거

나,

상기 제 1 당사자는 로밍 이동국의 홈 서비스 영역 밖에 존재하는 네크워크이고, 상기 제 2 당사자는 상기 로밍 이동국인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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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⑥은 제 2 메시지, 메시지 카운트값, 상기 제 4 코드를 수신하되, 상기 제 4 코드는 상기 세션 키를 사용하여 상

기 제 2 메시지 및 상기 메시지 카운트값에 대해 상기 키 암호화 함수를 수행한 결과인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제 1 당사자에서 세션 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제 1 코드를 제 2 당사자에게 전송하는 단계와,

② 상기 제 2 당사자로부터 메시지와, 제 2 코드와, 세션 키를 사용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해 키 암호화 함수를 수행한 결과

인 제 3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 1 및 제 2 코드에 근거하여 상기 세션 키를 결정하는 단계와,

④ 상기 제 3 코드 및 상기 세션 키에 근거하여 상기 제 2 당사자를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당사자는 로밍 이동국이고, 상기 제 2 당사자는 상기 로밍 이동국의 홈 서비스 영역 밖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이거

나,

상기 제 1 당사자는 로밍 이동국의 홈 서비스 영역 밖에 존재하는 네크워크이고, 상기 제 2 당사자는 상기 로밍 이동국인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제 4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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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기 제 2 당사자가 인증된 경우에 제 4 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⑥ 상기 제 2 당사자가 인증된 경우에 상기 제 4 코드를 상기 제 2 당사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세션 키 설정 방법.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관련 출원

본 출원은, 본 명세서에서 전체로서 참조로 인용되는 다음의 출원들, 즉, 본 출원의 발명자에 의해 1998년 7월 31일 출원

된 "METHOD FOR TWO PARTY 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과, 본 출원의

발명자에 의한 "METHOD FOR UPDATING SECRET SHARED DATA IN A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이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 제 127768 호와, 본 출원의 발명자에 의한 "METHOD FOR TRANSFERRING SENSITIVE

INFORMATION USING INITIALLY UNSECURED COMMUNICATION"이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 제 127766 호와, 본

출원의 발명자에 의한 "METHOD FOR SECURING OVER-THE-AIR COMMUNICATION IN A WIRELESS SYSTEM"

이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 제 127045 호와, 본 출원의 발명자와 아담 베렌츠바이그(Adam Berenzweig)에 의한

"METHOD FOR ESTABLISHING A KEY USING OVER-THE-AIR COMMUNICATION AND PASSWORD

PROTOCOL AND PASSWORD PROTOCOL"이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 제 127769 호와 관련이 있다.

본 출원은, 본 명세서에서 전체로서 참조로 인용되는 다음의 출원들, 즉, 본 출원의 발명자에 의해 동시 출원된 "METHOD

FOR DETERMINING TEMPORARY MOBILE IDENTIFIERS AND MANAGING USE THEREOF"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

과, "METHOD FOR PROTECTING MOBILE ANONYMITY"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과 관련이 있다.

본 발명은 무선 시스템 내에서 세션 키(session key)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상이한 표준을 구비하는 3 개의 주요한 무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시스템은 IS-136에 의해 제어

되는 시분할 다중접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 TDMA) 시스템이고, 두 번째 시스템은 IS-95에 의해 제어되는 코

드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CDMA) 시스템이며, 세 번째 시스템은 신형 이동전화 시스템

(Advanced Mobile Phone System : AMPS)이다. 3 개의 통신 시스템은 모두 시스템간의 메세징을 위해 IS-41 표준을 사

용하는데, 이 표준은 호발신에 대한 인증 절차(authentication procedure for call origination)를 규정하고, 비밀 공유형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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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인증 센터(authentication center : AC) 및 홈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 HLR)(10), 방문자 위치 등록

기(visiting location register : VLR)(15) 및 이동국(20)을 포함하는 무선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하나 이상의 HLR이

AC와 연관될 수 있지만, 도면에서는 일대일(one-to-one) 대응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도 1은 HLR과 AC가 별도의 것일

지라도 일체형로서 도시하고 있다. 더욱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HLR과 AC를 함께 AC/HLR

로서 지칭할 것이다. 또한, VLR은 이와 연관된 다수의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 MSC) 중 하나로 정보를 전

송하고, 각각의 MSC는 이동국과 통신하기 위해 다수의 기지국(base station : BS) 중 하나로 그 정보를 전송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VLR, MSC, BS를 VLR이라고 지칭하고 도시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네트워크 공급자에 의해 동작되는 AC,

HLR, VLR, MSC, BS를 네트워크라고 지칭한다.

A 키(A-key)로서 알려진 루트 키(root key)는 AC/HLR(10)과 이동국(20)에만 저장된다. 공유형 비밀 데이터(Shared

Secret Data : SSD)로서 알려진 보조 키가 있으며, 이 보조 키는 VLR(15)에 이동국이 로밍(roaming)(즉, 이동국이 자신

의 본래의 서비스 영역(home coverage area) 밖에 있는 경우)함에 따라 전송된다. SSD는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함수를

사용하여 A 키 및 랜덤 시드(random seed) RANDSSD로부터 발생된다. 암호화 함수는 가능한 입력 범위에 근거하여 사

전설정된 비트(bit) 수를 갖는 출력을 발생하는 함수이다. 키 암호화 함수(keyed cryptographic function : KCF)는 키에

근거하여 동작하는 암호화 함수, 예컨대 둘 이상의 인수(argument)(즉, 입력)에 대해 동작하는 암호화 함수의 한 유형인

데, 인수 중 하나는 키이다. 사용중인 KCF의 출력 및 통지로부터 키가 알려지지 않으면 입력은 결정될 수 없다. 암호화/암

호해독화 알고리즘은 암호화 함수의 유형이다. 이들은 의사 랜덤 함수(pseudo random function : PRF)와 메시지 인증 코

드(message authentication code : MAC)와 같은 일방향 함수(one-way function)이다. 수식 KCFSK(RN')은 세션 키 SK

를 키로서 사용하여 랜덤 번호 RN'의 KCF를 나타낸다. 세션 키는 세션 동안 존속하는 키이고, 세션은 호(call)의 길이와 같

은 시간 주기이다.

IS-41 프로토콜(protocol)에 사용된 암호화 함수는 CAVE(Cellular Authentication and Voice Encryption)이다. 이동국

(20)이 로밍하는 경우, 그 영역 내에 있는 VLR(15)이 인증 요구를 AC/HLR(10)로 전송한다. 비공유 모드(unshared

mode)로 동작하면, 통신로로서 VLR(15)을 사용하는 AC/HLR(10)은 이동국(20)과 연관된 SSD를 사용하여 그 이동국

(20)을 인증한다. 그러나, 공유 모드(shared mode)에서는 AC/HLR(10)이 이동국의 SSD를 VLR(15)로 전송함으로써 그

인증 요구에 응답한다. VLR(15)이 일단 SSD를 가지면 AC/HLR(10)과 독립적으로 이동국(20)을 인증할 수 있다. 보안을

위해서 SSD는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SSD는 128 비트 길이이다. 처음 64 비트는 SSDA로 지칭되는 제 1 SSD로서 동작하고, 나중 64 비트는 SSDB로 지칭되는

제 2 SSD로서 동작한다. SSDA는 프로토콜에 사용되어 SSD를 갱신하고, 이동국(20)과 네트워크는 SSDB를 사용하여 세

션 키를 발생한다. SSD 갱신에서는 IS-41이 갱신 처리 중에 상호 인증(즉, 이동국과 네트워크가 서로 인증함)을 수행함으

로써 어느 정도의 보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세션 키 발생에서는 IS-41이 상호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세션 키를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네트워크와 이동국이 서로간에 코드를 전송한다. 이동국은 이들 코드를 사용하여 네트워

크를 인증하고, 네트워크는 이들 코드를 사용하여 이동국을 인증한다. 이러한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외에도, 코드는 이동

국과 네트워크에 의해 세션 키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일실시예에서, 통신 효율은 의도한 세션의 부분을 형성하는 메시

지를 코드와 함께 전송함으로써 개선된다. 더욱이, 상호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는 메시지에 근거하여 도출된다.

발명의 구성

아래에 개시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의 목적으로만 제공한 첨부 도면으로부터 본 발명을 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며, 다양한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번호는 동일한 부분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세션 키(session key)를 설정하는 방법을 도 1에 도시한 무선 시스템에 채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설명을 위해서 공유 모드(mode) 방식의 동작을 설명할 것이지만, 당업자라면 이 시스템을 비공유 모드로도 또한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세션이 존재하지만, 예시적으로, 호발신 및 호착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이동국(20)과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동국의 식별 정보(예컨대, 이동국 식별 번호, 제품 일련 번호 등)와 같은 널리 알려진 정보의 전송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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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호착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20)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

고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VLR(15)은 랜덤(random) 번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고, 이 랜덤 번호 RN

을 호착신 요구(call termination request)와 함께 챌린지(challenge)로서 이동국(20)으로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이동국(20)은 카운트값(count value) CM을 발생하고, SSDA를 키(key)로서 사용하여 KCF를 랜덤 번호

RN, 카운트값 CM, 유형 데이터(type data) 및 ID 데이터 0에 대해 수행한다. 이 계산은 KCFSSDA(유형, 0, CM, RN)로 표시

된다. 바람직하게, KCF는 HMAC와 같은 키 메시지 식별 코드(key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이지만,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로부터의 DES-CEC(Data Encryption Standard-Cipher Block Chaining)와 같은 PRF

일 수 있다. 이동국(20)은 카운트값 CM을 발생하는 카운터(counter)를 포함하며, 네트워크로부터의 각 챌린지에 대한 챌

린지 응답(즉, KCFSSDA(유형, 0, CM, RN))을 발생하기 전에 카운터값 CM을 증분시킨다.

유형 데이터는 수행중인 프로토콜의 유형을 나타낸다. 프로토콜의 유형으로는 예컨대, 호착신, 호발신, 이동국 등록 등이

있다. ID 데이터 0은 이동국으로부터 발생된 통신을 나타내며, ID 데이터 1은 네트워크로부터 발생된 통신을 나타낸다.

이동국(20)은 카운트값 CM과 KCFSSDA(유형, 0, CM, RN)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VLR(15)이 본 발명에 따라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현재의 호착신 프로토콜을 개시했기 때문에, VLR(15)은 유형 데이터를 인지하고 있

다. 또한, 이동국으로부터의 통신이 동일한 ID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또한 VLR(15)에 의해 인지된다.

따라서, 수신한 카운트값 CM에 근거하여 VLR(15)은 KCFSSDA(유형, 0, CM, RN)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값이 이동국(20)

으로부터 수신한 버전(version)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일치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일단 이동국(20)이 인증되었으면, VLR(15)은 KCFSSDA(유형, 1, CM)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결과를 이동국(20)으로 전송

한다. 그 동안, 이동국(20)이 KCFSSDA(유형, 1, CM)를 또한 계산한다. 다음에, 이동국(20)은 계산한 KCFSSDA(유형, 1,

CM) 버전이 VLR(15)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하면, 이동국(20)은 네트워크를 인증한다.

이동국(20)과 VLR(15)은 모두 세션 키 SK를 PRFA-Key(CM, RN)로서 발생하되, 이 PRF는 바람직하게 DES-CBC 알고리

즘이다.

이동국(20)이 카운터값 CM을 반영구적 메모리 내에 저장함으로써 전원 차단시 카운트값 CM은 재초기화되지 않는다. 이러

한 방식으로 카운트값의 반복이 방지된다. 카운트값을 반복하는 것은 침입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는 카운트값이 랜덤 번호를 사용하여 초기화되며 64 혹은 75 비트 카운터와 같은 대용량 비트 카운터를 사용하여 발생

된다. 이것은 이동국(20)이 저장된 카운트값을 손상(crash)시키고 분실한 경우에도 보안을 제공한다. 침입자가 세션을 개

시하기 위해 적어도 몇 초(second)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국의 손상을 일부러 행하고자 할 때에도, 75 비트 카운터

를 사용하면 침입자가 이동국이 카운트값을 반복하도록 하는 데에는 예컨대, 1 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고유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여 각각의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대신에, VLR(15)은 전역 랜덤 번호 RN,

즉 모든 이동국에 대해 동일한 랜덤 번호를 발생한다. 이러한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가 호착신 요구를 제어 채널

상의 페이지(page)로서 전송한다.

그러나,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는 네트워크에 의해 감시되는, 이동국(20)에 대해 예측된 응답 시간이 고유 랜덤 번호 RN이

전송되는 경우와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언하면,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는 전역 랜덤 번호의 유효

주기가 비교적 짧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역 랜덤 번호에 대해 더 긴 유효 주기가 필요한 경우, 바람직하게 전역

랜덤 번호의 존속 시간 동안 VLR(15)은 카운트값 CM을 저장하고 수신한 카운트값 CM이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

하는지를 판단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M이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수신

한 카운트값 CM이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동국(20)은 인증되지 않는다. 새로운 전역 랜덤 번호가

VLR(15)에 의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동국에 대한 저장된 카운트값이 소거되며 카운트값을 저장하고 비교하는 처

리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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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호발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20)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

고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국(20)은 호발신 요구를 VLR(15)로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VLR(15)이 랜덤 번호 발생

기를 사용하여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고 이 랜덤 번호 RN을 이동국(20)으로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이동국(20)은 카운트값 CM을 발생하고, SSDA를 키로서 사용하여 KCF를 랜덤 번호 RN, 다이얼링

(dialing)된 숫자 DD, 카운트값 CM, 유형 데이터, ID 데이터 0에 대해 수행한다. 이 계산은 KCFSSDA(유형, 0, CM, RN,

DD)로 표시된다. 다이얼링된 숫자 DD는 이동국 사용자가 통화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전화 번호이다.

이동국(20)은 다이얼링된 숫자 DD, 카운트값 CM, KCFSSDA(유형, 0, CM, RN, DD)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VLR(15)이 호

발신 요구를 수신했기 때문에, VLR(15)는 유형 데이터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신한 다이얼링된 숫자와 카운트값 CM

에 근거하여 VLR(15)은 KCFSSDA(유형, 0, CM, RN, DD)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값이 이동국(20)으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일치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이동국(20)이 일단 인증되었다면, VLR(15)은 KCFSSDA(유형, 1, CM)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결과를 이동국(20)으로 전송

한다. 그 동안, 이동국(20)이 KCFSSDA(유형, 1, CM)를 또한 계산한다. 다음에, 이동국(20)은 계산한 KCFSSDA(유형, 1,

CM) 버전이 VLR(15)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하면, 이동국(20)은 네트워크를 인증한다.

이동국(20)과 VLR(15)은 모두 세션 키 SK를 PRFA-Key(CM, RN)로서 발생하되, 이 PRF는 바람직하게 DES-CBC 알고리

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20)은 카운트값을 반영구적 메모리 내에 저장하고, 카운트값은 랜덤 번호를 사용하여 초기화되

며 64 또는 75 비트 카운터와 같은 대용량 비트 카운터를 사용하여 발생된다.

또다른 실시예로서, 고유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고 각각의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대신에, VLR(15)은 전역 랜덤 번호 RN,

즉, 모든 이동국에 대해 동일한 랜덤 번호를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는 네트워크에 의해 감시되는, 이동국(20)에 대해 예측된 응답 시간이 고유 랜덤 번호 RN이

전송되는 경우와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언하면,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는 전역 랜덤 번호의 유효

주기가 비교적 짧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역 랜덤 번호에 대해 더 긴 유효 주기가 필요한 경우, 바람직하게 전역

랜덤 번호의 존속 시간 동안 VLR(15)은 카운트값 CM을 저장하고 수신한 카운트값 CM이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

하는지를 판단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M이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수신

한 카운트값 CM이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동국(20)은 인증되지 않는다. 새로운 전역 랜덤 번호가

VLR(15)에 의해 전송되는 경우에 각각의 이동국에 대한 저장된 카운트값이 소거되며 카운트값을 저장하고 비교하는 처리

가 다시 시작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호착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20)간의 통신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VLR(15)은 랜덤 번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고, 이 랜덤 번호 RN을 전역 챌린

지로서 전송한다. 호착신을 위해 이동국(20)과 세션 키를 설정하는 경우, VLR(15)은 호착신 요구를 제어 채널상의 페이지

로서 이동국(20)으로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이동국(20)은 랜덤 번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랜덤 번호 RM을 발생하고, SSDA를 키로서 사용하여 랜덤 번

호 RN, 랜덤 번호 RM, 유형 데이터 및 ID 데이터 0에 대해 KCF를 수행한다. 이 계산은 KCFSSDA(유형, 0, RM, RN)로 표시

된다. 바람직하게, KCF는 HMAC와 같은 키 메시지 인증 코드이지만,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로부터의

DES-CBC(Data Encryption Standard-Cipher Block Chaining)와 같은 PRF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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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20)은 랜덤 번호 RM과 KCFSSDA(유형, 0, RM, RN)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수신한 랜덤 번호 RM에 근거하여 VLR

(15)은 KCFSSDA(유형, 0, RM, RN)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값이 이동국(20)으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

다. 일치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이동국(20)이 일단 인증되었다면, VLR(15)은 KCFSSDA(유형, 1, RM)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결과를 이동국(20)으로 전송

한다. 그 동안, 이동국(20)이 KCFSSDA(유형, 1, RM)를 또한 계산한다. 다음에, 이동국(20)은 계산한 KCFSSDA(유형, 1,

RM) 버전이 VLR(15)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하면, 이동국(20)은 네트워크를 인증한다.

이동국(20)과 VLR(15)은 모두 세션 키 SK를 PRFA-Key(RM, RN)로서 발생하되, 이 PRF는 바람직하게 DES-CBC 알고리

즘이다.

더욱이, 도 4의 실시예는 네트워크에 의해 감시되는, 이동국(20)에 대해 예측된 응답 시간이 고유 랜덤 번호 RN이 전송되

는 경우와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언하면, 이러한 실시예는 전역 랜덤 번호의 유효 주기가 비교적

짧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역 랜덤 번호에 대해 더 긴 유효 주기가 필요한 경우, 바람직하게 이동국(20)은 랜덤 번

호 RM에 부가하여 카운트값 CT를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전역 랜덤 번호 RN을 수신하는 경우, 이동국(20)은 자체에 포함된 카운터를 초기화시킨다. 이동국(20)

이 랜덤 번호 RM과 챌린지 응답을 발생할 때마다, 이동국(20)은 카운터를 증분시켜 카운트값 CT를 얻는다. 더욱이, 이동

국(20)에 의해 발생된 챌린지 응답은 KCFSSDA(유형, 0, RM, RN, CT)이며, 이동국(20)은 카운터값 CT, 랜덤 번호 RM, 및

이 챌린지 응답을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VLR(15)은 전역 랜덤 번호 RN의 존속 시간 동안에 각각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

한 카운트값을 저장하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그 이동국에 대한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는지

를 판단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수신한 카

운트값 CT가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동국(20)은 인증되지 않는다.

VLR(15)이 이동국(20)을 인증하면, VLR(15)은 KCFSSDA(유형, 1, RM, CT)의 챌린지 응답을 발생하고 전송한다. 또한,

세션 키 발생에서는 이동국(20)과 VLR(15)이 세션 키를 PRFA-Key(RM, RN, CT)로서 계산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호발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20)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

고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국(20)은 호발신 요구를 VLR(15)에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VLR(15)은 랜덤 번호 발생

기를 사용하여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고, 이 랜덤 번호 RN을 전역 챌린지로서 전송한다.

이동국 사용자가 통화하기 위해 숫자를 다이얼링하는 경우, 이동국(20)은 랜덤 번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랜덤 번호 RM을

발생하고, SSDA를 키로서 사용하여 KCF를 랜덤 번호 RN, 다이얼링된 숫자 DD, 랜덤 번호 RM, 유형 데이터 및 ID 데이터

0에 대해 수행한다. 이 계산은 KCFSSDA(유형, 0, RM, RN, DD)로 표시된다.

이동국(20)은 다이얼링된 숫자 DD, 랜덤 번호 RM 및 KCFSSDA(유형, 0, RM, RN, DD)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수신한 다

이얼링된 숫자와 랜덤 번호 RM에 근거하여 VLR(15)이 KCFSSDA(유형, 0, RM, RN, DD)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값이 이동

국(20)으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일치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이동국(20)이 일단 인증되었다면, VLR(15)은 KCFSSDA(유형, 1, RM)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결과를 이동국(20)으로 전송

한다. 그 동안, 이동국(20)이 KCFSSDA(유형, 1, RM)를 또한 계산한다. 다음에, 이동국(20)은 계산한 KCFSSDA(유형, 1,

RM) 버전이 VLR(15)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하면, 이동국(20)은 네트워크를 인증한다.

이동국(20)과 VLR(15)은 모두 세션 키 SK를 PRFA-Key(RM, RN)로서 발생하되, 이 PRF는 바람직하게 DES-CBC 알고리

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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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도 5의 실시예는 네트워크에 의해 감시되는, 이동국(20)에 대해 예측된 응답 시간이 고유 랜덤 번호 RN이 전송되

는 경우와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언하면, 이러한 실시예는 전역 랜덤 번호의 유효 주기가 비교적

짧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역 랜덤 번호에 대해 더 긴 유효 주기가 필요한 경우, 바람직하게 이동국(20)은 랜덤 번

호 RM에 부가하여 카운트값 CT를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전역 랜덤 번호 RN을 수신하는 경우, 이동국(20)은 자체에 포함된 카운터를 초기화시킨다. 이동국(20)

이 랜덤 번호 RM과 챌린지 응답을 발생할 때마다, 이동국(20)은 카운터를 증분시켜 카운트값 CT를 얻는다. 더욱이, 이동

국(20)에 의해 발생된 챌린지 응답은 KCFSSDA(유형, 0, RM, RN, DD, CT)이며, 이동국(20)은 호발신 요구, 다이얼링된 숫

자 DD, 카운터값 CT, 랜덤 번호 RM 및 이 챌린지 응답을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VLR(15)은 전역 랜덤 번호 RN의 존속 시

간 동안에 각각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카운터값을 저장하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그 이동국에 대한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면, VLR(15)

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동국(20)은 인증되지 않

는다.

VLR(15)이 이동국(20)을 인증하면, VLR(15)은 KCFSSDA(유형, 1, RM, CT)의 챌린지 응답을 발생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전역 랜덤 번호 RN만을 사용하는 경우,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2 회 왕복의 통신이 필요하다. 또한, 세션 키 발생에

서는 이동국(20)과 VLR(15)이 세션 키를 PRFA-Key(RM, RN, CT)로서 계산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다. 통상적인 무선 시스템에서는 세션 키를 설정한 후에 이동국(20)과 네트워

크 사이에 메시지가 전송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는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통신의 일부로써 메시지의 초기 전송을

채용함으로써 통신 효율을 개선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호착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20)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

고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VLR(15)은 랜덤 번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고, 랜덤 번호 RN을 호착신 요

구와 함께 이동국(20)으로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이동국(20)은 랜덤 번호 RM을 발생하고 세션 키 SK를 PRFA-Key(RM, RN)로서 계산한다. 널리 알려진 전형

적인 방식에서는 이동국(20)이 메시지 XM 및 이와 연관된 이동국 메시지 카운트값 CTM을 또한 발생한다. 메시지와 메시

지 카운트값의 발생은 당해 기술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처리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이동국(20)은 세션 키 SK를 키로서 사용하여 메시지 XM, 카운트값 CTM 및 0의 이동국 ID 데이터에 대해 KCF를

수행하여 인증 태그(authentication tag)를 발생한다. 이 계산은 KCFSK(0, CTM, XM)로 표시된다. 바람직하게, KCF는

HMAC와 같은 키 메시지 인증 코드이지만, NIST로부터의 DES-CBC와 같은 PRF일 수 있다.

이동국(20)은 메시지 카운트값 CTM, 랜덤 번호 RM, 메시지 XM 및 KCFSK(0, CTM, XM)의 인증 태그를 네트워크로 전송

한다. 수신한 랜덤 번호 RM에 근거하여, VLR(15)은 이동국(20)이 수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션 키 SK를 계산한다.

VLR(15)은 또한 수신한 메시지 XM과 카운트값 CTM에 근거하여 KCFSK(0, CTM, XM)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값이 이동

국(20)으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일치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VLR(15)이 이동국(20)을 인증하면, VLR(15)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메시지 XM과 메시지 카운트값 CTM을 처

리하고,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메시지 XN과 네트워크 메시지 카운트값 CTN을 발생한다. 이들 처리는

당해 기술에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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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R(15)은 또한 1이 네트워크 ID 데이터인 KCFSK(1, CTN, XN)의 인증 태그를 계산하고, 이 인증 태그를 메시지 XN 및

메시지 카운트값 CTN과 함께 이동국(20)으로 전송한다. 이동국(20)은 수신한 메시지 XN과 카운트값 CTN에 근거하여

KCFSK(1, CTN, XN)를 계산한다. 다음에, 이동국(20)은 계산한 KCFSK(1, CTN, XN) 버전이 VLR(15)로부터 수신한 버전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하면, 이동국(20)은 네트워크, 즉, 세션 키 SK를 인증한다.

또다른 실시예로서, 고유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여 각각의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대신에, VLR(15)은 전역 랜덤 번호 RN,

즉, 모든 이동국에 대해 동일한 랜덤 번호를 발생한다.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가 호착신 요구를 제어 채널

상의 페이지로서 전송한다.

더욱이,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는 네트워크에 의해 감시되는, 이동국에 대해 예측된 응답 시간이 고유 랜덤 번호 RN이 전송

되는 경우와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언하면,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는 전역 랜덤 번호 RN의 유효 주

기가 비교적 짧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역 랜덤 번호에 대해 더 긴 유효 주기가 필요한 경우, 바람직하게 이동국

(20)은 랜덤 번호 RM에 부가하여 카운트값 CT를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전역 랜덤 번호 RN을 수신하는 경우, 이동국(20)은 자체에 포함된 카운터를 초기화시킨다. 이동국(20)

이 랜덤 번호 RM과 인증 태그를 발생할 때마다, 이동국(20)은 카운터를 증분시켜 카운트값 CT를 얻는다. 더욱이, 이동국

(20)은 메시지 카운트값 CTM과 함께 카운트값 CT, 랜덤 번호 RM, 메시지 XM 및 인증 태그를 전송한다. VLR(15)은 전역

랜덤 번호 RN의 존속 시간 동안에 각각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카운트값을 저장하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그 이동국에 대한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

값을 초과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동국(20)은 인증되지 않는다. 또한, 세션 키 발생에서는 이동국(20)과 VLR(15)이 세션 키를 PRFA-Key(RM, RN, CT)로

서 계산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호발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20)간의 통신을 도시하고

있다. 이동국 사용자로부터 다이얼링된 숫자 DD를 일단 수신하면, 이동국(20)은 랜덤 번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랜덤 번호

RM을 발생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국(20)은 호발신 요구, 랜덤 번호 RM, 다이얼링된 숫자 DD를 VLR(15)로 전송한

다.

이에 응답하여, VLR(15)은 랜덤 번호 RM을 발생하고, 세션 키 SK를 PRFA-Key(RM, RN)로서 계산한다. 널리 알려진 전형

적인 방식으로 VLR(15)은 또한 메시지 XN 및 이와 연관된 이동국 메시지 카운트값 CTN을 발생한다. 메시지와 메시지 카

운트값의 발생은 당해 기술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처리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VLR(15)은 세션 키 SK를 키로서 사용하여 메시지 XN, 카운트값 CTN 및 1의 네트워크 ID 데이터에 대해 KCF를

수행하여 인증 태그를 발생한다. 이 계산은 KCFSK(1, CTN, XN)로서 표시된다.

VLR(15)은 메시지 카운트값 CTN, 랜덤 번호 RN, 메시지 XN 및 KCFSK(1, CTN, XN)의 인증 태그를 이동국(20)으로 전송

한다. 수신한 랜덤 번호 RN에 근거하여, 이동국(20)은 VLR(15)이 수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션 키 SK를 계산한다.

이동국(20)은 또한 수신한 메시지 XN과 카운트값 CTN에 근거하여 KCFSK(1, CTN, XN)를 계산하고, 이 계산한 값이

VLR(15)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일치하면, 이동국(20)은 VLR(15)을 인증한다.

이동국(20)이 VLR(15)을 인증하면, 이동국(20)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메시지 XN과 메시지 카운트값 CTN을

처리하고,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메시지 XM과 네트워크 메시지 카운트값 CTM을 발생한다. 이들 처리

는 당해 기술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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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20)은 또한 0이 이동국 ID 데이터인 KCFSK(0, CTN, XM)의 인증 태그를 계산하고, 이 인증 태그를 메시지 XM 및

메시지 카운트값 CTM과 함께 VLR(15)로 전송한다. VLR(15)은 수신한 메시지 XM과 카운트값 CTM에 근거하여 KCFSK

(0, CTN, XM)를 계산한다. 다음에, VLR(15)은 계산한 KCFSK(0, CTN, XM) 버전이 이동국(20)으로부터 수신한 버전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한다. 일치하면, VLR(15)은 이동국(20), 즉 세션 키 SK를 인증한다.

또다른 실시예로서, 고유 랜덤 번호 RN을 발생하여 각각의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대신에, VLR(15)은 전역 랜덤 번호 RN,

즉, 모든 이동국에 대해 동일한 랜덤 번호를 발생한다.

더욱이, 이러한 또다른 실시예는 네트워크에 의해 감시되는, 이동국에 대해 예측된 응답 시간이 고유 랜덤 번호 RN이 전송

되는 경우와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언하면, 이러한 실시예는 전역 랜덤 번호 RN의 유효 주기가 비

교적 짧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역 랜덤 번호에 대해 더 긴 유효 주기가 필요한 경우, 바람직하게 이동국(20)은 랜

덤 번호 RM에 부가하여 카운트값 CT를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전역 랜덤 번호 RN을 수신하는 경우, 이동국(20)은 자체에 포함된 카운터를 초기화시킨다. 이동국(20)

이 랜덤 번호 RM과 인증 태그를 발생할 때마다, 이동국(20)은 카운터를 증분시켜 카운트값 CT를 얻는다. 더욱이, 이동국

(20)은 카운트값 CT를 호발신 요구와 함께 전송한다. VLR(15)은 전역 랜덤 번호 RN의 존속 시간 동안에 각각의 이동국으

로부터 수신한 카운트값을 저장하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그 이동국에 대한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면, VLR(15)은 이동국(20)을 인증한다.

수신한 카운트값 CT가 이전에 저장된 카운트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동국(20)은 인증되지 않는다. 또한, 세션 키 발생에

서는 이동국(20)과 VLR(15)이 세션 키를 PRFA-Key(RM, RN, CT)로서 계산한다.

세션 키를 발생하는 몇몇의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상호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선된

보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는 많은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슴이 자명하다.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

지 않는 것으로서 간주되며, 그러한 모든 변경은 다음의 청구 범위의 범주 내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와 이동국이 세션 키를 설정할 때 통신 보안을 위해 이들간에 소정의 메시지 및 코드를 전송하

여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무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호착신 동안 세션 키(session key)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 사이의 통신

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호발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는 도

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호착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는 도

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호발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는 도

면,

등록특허 10-0747825

- 14 -



도 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호착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는 도

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호발신 동안 세션 키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이동국 사이의 통신을 도시하는 도

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AC/HLR(authentication center/home location register: 인증 센터/홈 위치 등록기)

15 : VLR(visiting location register: 방문자 위치 등록기)

20 : 이동국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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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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