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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41 항

(54)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인증 방법 및 관련 키 생성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인증 방법 및 관련 키 생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단말이 협의하여 설정된 인증 방식에 따른 인증 절차가 수행됨으로써, 상기 단말

과 기지국이 인증키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상기 단말과 기지국이 인증키 관련 파라미터 및 보안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

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보안 알고리즘과 SA(Security Association) 정보들을 교환한다. 또한 다양한 인증 절차

수행에 따라 얻어지는 하나 이상의 기본키를 인증키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의 입력키로 사용하여, 인증키를 생성한다.

따라서,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되는 보안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는 인

증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 처리를 수행

하는 방법에서,

a) 상기 제1 노드가 제2 노드와 서로 협의하여 설정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인증 절차 수행에 따라 상기 제2 노드와 공유하는 인증키 생성을 위한 하나 이상의 기본키를 획득하는 단계;

c) 상기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2 노드의 식별자 그리고 상기 기본키를 토대로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인증키 관련 파라미터 및 보안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별도 인증 절차의 메시지들을 토대로, 상기 제2 노드와

보안 알고리즘과 SA(Security Association)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 처리를 수행

하는 방법에서,

a) 상기 제1 노드가 제2 노드와 서로 협의하여 설정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인증 수행에 따라 상기 제2 노드와 공유하는 인증키 생성을 위한 하나 이상의 기본키를 획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인증키 관련 파라미터 및 보안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별도 인증 절차의 메시지들을 토대로, 상기 제2 노드와

보안 알고리즘과 SA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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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c) 단계는 상기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1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제1 랜덤값, 상기 기본키, 그리고 상기 제2 노드

의 식별자 및 상기 제2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제2 랜덤값을 토대로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3.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 처리를 수행

하는 방법에서,

a) 상기 제1 노드가 제2 노드와 서로 협의하여 설정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인증 수행에 따라 상기 제2 노드와 공유하는 인증키를 획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인증키 관련 파라미터 및 보안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별도 인증 절차의 메시지들을 토대로, 상기 제2 노드와

보안 알고리즘과 SA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방식은

단말과 기지국이 서로 상대 노드의 장치 인증을 각각 수행하는 RSA(Rivest Shamir Adleman) 기반의 인증 절차만을 수행

하는 방식,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단말과 기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 또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EAP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기반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방식,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에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 및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에 인증된(Authenticated)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인 인증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노드 또는 제2 노드가 단말인 경우, 해당 노드의 식별자는 단말의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인 인증 방

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RSA 기반 인증 절차가 수행된 경우,

등록특허 10-0704675

- 3 -



상기 b) 단계는

상기 RSA 기반 인증 절차에 따라 pre-PAK(pre-Primary Authorization Key)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pre-PAK를 가지고 PAK(Primary Authorization Key)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PAK를 상기 기본키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수행된 경우,

상기 b) 단계는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징에 따라 MSK(Master Session Key)를 선택적으로 획득하는 단계;

상기 MSK를 획득한 경우, 상기 MSK를 가지고 PMK(Pairsiwe Master Key)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PMK를 기본키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RSA 기반 인증 절차 후에, EAP 기반 인증 절차 또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수행된 경우,

상기 b) 단계는

상기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pre-PAK를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PAK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EAP 기반 인증 절차 또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 후 상기 EAP 인증 프로토콜의 특징에 따라 MSK를 선택적으

로 획득하고, 상기 MSK를 획득한 경우, 상기 MSK를 토대로 PMK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PAK 또는 PMK를 상기 기본키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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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기반 인증 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상기 기지국이 단말로부터 수신한 RSA 인증 요청 메시지--상기 메시지는 단말 인증서를 포함하고, 단말이 임의로 생성한

단말 랜덤값, 메시지 인증을 위한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함--에 따라, 상기 단말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단말 장치 인증 수행 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기 기지국이 RSA 인증 응답 메시지--상기 메시지는 암호화된 pre-

PAK, 기지국 인증서, 키 일련 번호를 포함하고, 단말 랜덤값, 기지국이 임의로 생성한 기지국 랜덤값, 키 유효 시간, 메시

지 인증을 위한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함--를 단말로 송신하면서 기지국 장치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단말로부터 기지국 장치에 대한 인증 성공 결과 코드를 포함하는 RSA 인증 인지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RSA 기반

인증 절차를 완료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장치에 대한 인증 수행 결과가 실패인 경우, 상기 기지국이 RSA 인증 실패 메시지를 단말로 전송하여, 인증 실

패를 통보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 장치에 대한 인증 수행 결과가 실패인 경우, 상기 단말이 인증 실패 결과 코드를 포함하는 RSA 인증 인지 메

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인증 실패를 통보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RSA 인증 실패 메시지 및 상기 RSA 인증 인지 메시지는 단말 랜덤값, 기지국 랜덤값, 실패 이유를 나타내는 에러 코

드 및 표시 스트링, 그리고 메시지 인증을 위한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상기 기지국이 단말로부터 송신된 인증 절차의 시작을 통보하는 EAP 인증 시작 메시지에 따라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시

작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으로부터 EAP 데이터를 수신받을 때마다, 상기 데이터를 EAP 데이터 전송

메시지를 통해 단말로 송신하여, 사용자 인증이 수행되는 단계; 및

상기 단말로부터 EAP 인증 성공 메시지가 수신되면 EAP 기반 인증을 완료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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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으로부터 EAP 데이터를 수신받을 때마다, 상기 데이터를 EAP 데이터 전송 메

시지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전달되는 EAP 데이터 전송 메시지의 수는 상위 인증 프로토콜에 따라 가변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알고리즘과 SA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는 상기 별도의 인증 절차의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가 상기 수신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 노드가 상기 수신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와, 상기 수신 노드가 인증키를 토대

로 직접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수신 노드가 상기 수신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랜덤값과 이전에 상대 노드로 송신한 메시지에 포함하였던 랜덤값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수신 노드가 상기 수신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키 식별자와, 상기 수신 노드가 보유한 인증키 식별자의 동일성

을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들의 동일성, 랜덤값들의 동일성 그리고 인증키 식별자들의 동일성이 만족되는 경우,

상기 메시지가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SA-TEK 시도 메시지를 단말로 송신하여 SA-TEK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이 단말로부터 단말이 지원하는 모든 보안 관련 알고리즘을 포함한 SA-TEK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메

시지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상기 기지국이 제공 가능한 SA와 보안 관련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SA-TEK 응

답 메시지를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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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기지국으로부터 SA-TEK 시도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 수신에 따라, 상기 단말이 지원하는 모든 보안 관련 알고리즘을 포함한 SA-TEK 요청 메시지

를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단말이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SA-TEK 응답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SA-TEK 응답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상기 SA-TEK 절차가 종료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SA-TEK 응답 메시지는 SA 디스크립터를 포함하며, 상기 SA 디스크립터는 SA의 식별자인 SAID, SA의 유형을 알

려주는 SA 타입, SA 타입이 동적 SA이거나 정적 SA인 경우에 정의되며 SA의 트래픽 서비스를 형태를 알려주는 SA 서비

스 타입을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는 인증키 일련 번호, 인증키 식별자를 포함하고, 기지국이 임의로 생성한 기지국 랜덤값, 메시

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그리고 PMK 유효 시간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며,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키 식별자와 단말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인증키 식별자가 동일한 경우, 상기 단말

이 SA-TEK 시도 메시지에 포함되었던 상기 인증키 식별자를 포함하는 SA-TEK 요청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인

증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는 기지국이 임의로 생성한 기지국 랜덤값 및 인증키 일련 번호를 포함하고, 랜덤값 유효 시간,

그리고 PMK 유효 시간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며,

상기 SA-TEK 요청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단말이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에 포함된 기지국 랜덤값을 토대로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단말이 상기 생성한 인증키를 토대로 인증키 식별자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인증키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SA-

TEK 요청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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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SA-TEK 요청 메시지는 단말 보안 알고리즘 능력을 포함하고, 단말이 임의로 생성한 단말 랜덤값, 기지국이 임의로

생성하여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에 포함한 기지국 랜덤값, 인증키 일련번호, 인증키 식별자 및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키 식별자는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키 식별자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A-TEK 요청 메시지는 단말이 임의로 생성한 단말 랜덤값, 단말 보안 알고리즘 능력 및 인증키 식별자를 포함하고,

기지국이 임의로 생성하여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에 포함한 기지국 랜덤값, 인증키 일련번호,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키 식별자는 상기 단말이 새로이 생성한 인증키 식별자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SA-TEK 응답 메시지는 SA 갱신 정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SA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SA-TEK 갱신 정보, 단

말 랜덤값 및 기지국 랜덤값, 인증키 일련 번호, 인증키 식별자,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키 식별자는 상기 SA-TEK 시도 메시지에 포함되었던 인증키 식별자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A-TEK 응답 메시지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SA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SA-TEK 갱신 정보, 단말 랜덤값 및 기

지국 랜덤값, 인증키 일련 번호, 인증키 식별자,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키 식별자는 상기 SA-TEK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키 식별자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4.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과 단말이 트래픽 암호화키를 공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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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유하는 단계는

상기 기지국이 단말로부터 수신한 트래픽 암호화 키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메시지 인증이 성공한 경우, 상기 SA에 해당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이 트래픽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들은 되풀이 공격에 대한 보호를 위한 랜덤 번호를 포함하며, 상기 메시지를 수신한 수신 노드는 상기 랜덤 번

호에 따라 상기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 번호가 일정값 증가하거나 일정값 감소하는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된 경우,

상기 수신 노드는 상기 메시지에 포함되는 제1 랜덤 번호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제2 랜덤 번호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메시

지를 사용하는 단계;

상기 제1 랜덤 번호가 제2 랜덤 번호를 초과하는 경우, 저장되어 있던 상기 제2 랜덤 번호를 삭제하고 상기 제1 랜덤 번호

를 제2 랜덤 번호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 노드는 상기 제1 랜덤 번호가 상기 제2 랜덤 번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메시지를 폐기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노드는 상기 제2 랜덤 번호에 해당하는 트래픽 암호화키가 만료될 때까지 상기 제2 랜덤 번호를 저장하며, 상기

트래픽 암호화키가 만료되면 상기 제2 랜덤 번호를 삭제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 번호가 랜덤한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된 경우,

상기 수신 노드는 메시지에 포함되는 제1 랜덤 번호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랜덤 번호들 중 하나와

동일하면, 상기 메시지를 폐기 처리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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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노드는 상기 제1 랜덤 번호가 모든 제2 랜덤 번호들과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메시지를 사용하고 상기 제1 랜덤

번호를 제2 랜덤 번호들 중의 하나로 저장하여 관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노드는 상기 모든 제2 랜덤 번호들에 해당하는 트래픽 암호화키가 만료될 때까지 상기 모든 제2 랜덤 번호들을

저장하며, 상기 트래픽 암호화키가 만료되면 상기 제2 랜덤 번호들을 모두 삭제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30.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SA 동적 추가 메시지--상기 메시지는 추가하고자 하는 SA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SA 디스크립터를 포함

하고, 인증키 일련 번호, 랜덤 번호,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함--를 단말로 송신

하여, 상기 단말로 SA를 동적으로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유효하지 못한 트래픽 암호화 키 사용을 통보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 오류 통보 메시지--상기 메시지는 상

기 트래픽 암호화키를 사용하는 SA의 식별자를 포함하고, 인증키 일련 번호, 에러코드, 랜덤 번호, 메시지 인증을 위한 메

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함--를 단말로 송신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트래픽 암호화 키 오류 통보 메시지에 따라 기지국으로 새로운 트래픽 암호화 키 분배를 요청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32.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인증 관련된 인증키를 생성하는 방법에서,

a) 상기 제1 노드가 상기 제2 노드와 협의하여 설정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인증키 생성을 위한 제

1 기본키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제1 기본키로부터 제2 기본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2 기본키를 입력키로 하고, 상기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2 노드의 식별자, 그리고 소정의 스트링 문자를 입

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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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인증 관련된 인증키를 생성하는 방법에서,

a) 상기 제1 노드가 상기 제2 노드와 협의하여 설정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인증키 생성을 위한 제

1 기본키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제1 기본키로부터 제2 기본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2 기본키를 입력키로 하고, 상기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1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제1 랜덤값, 상기 제2 노드

의 식별자 및 상기 제2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제2 랜덤값, 그리고 소정의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

리즘을 수행하여,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청구항 34.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노드 또는 제2 노드가 단말인 경우, 해당 노드의 식별자는 단말의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인 인증키

생성 방법.

청구항 35.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방식이 단말과 기지국이 서로 인증을 각각 수행하는 RSA 기반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1 기본

키는 pre-PAK이며,

상기 b) 단계는

상기 pre-PA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식별자,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소정의 스트링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

리즘을 수행하여 제1 결과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제1 결과 데이터에서 소정 비트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소정 비트의 데이터에서, 제1 소정 비트를 제2 기본키인 PAK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청구항 36.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방식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단말 및 기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 또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

하는 EAP 기반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방식인 경우, 상기 제1 기본키는 MSK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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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b) 단계는

상기 제1 기본키인 MSK의 소정 비트를 추출하여 제2 기본키인 PMK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청구항 37.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방식이 RSA 기반 인증 절차 후에,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거나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인 경우,

상기 b) 단계는

상기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획득되는 제1 기본키인 pre-PAK로부터 PAK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EAP 기반 인증 절차 또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 후 획득되는 제1 기본키인 MSK로부터 PMK를 생성하는 단

계;

상기 PAK 및 PMK를 논리 연산하여 결과값을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결과값을 제2 기본키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결과값을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PAK와 PMK를 배타적 논리합 연산하여 상기 결과값을 획득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청구항 39.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로 송신하는 메시지에 대한 인

증을 위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키를 생성하는 방법에서,

a) 상기 제1 노드와 제2 노드의 협의에 따라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수행되는 방식이 선택

된 경우, 상기 제1 노드가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상기 제2 노드와 공유하는 기본키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기본키를 입력키로 하고,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2 노드의 식별자, 그리고 소정의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

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결과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c) 상기 결과 데이터의 소정 비트를 추출하고, 추출된 비트의 제1 소정 비트를 상위 링크용 메시지의 메시지 인증 코드 관

련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키로 사용하는 단계; 및

d) 상기 결과 데이터의 소정 비트를 추출하고, 추출된 비트의 제2 소정 비트를 하위 링크용 메시지의 메시지 인증 코드 관

련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키로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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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키는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얻어지는 pre-PAK로부터 획득되는 EIK(EAP Integrity Key)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청구항 41.

제39항 또는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는 HMAC(H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인증하는

방식, CMAC(Ciper-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인증하는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사용

하는 인증키 생성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인증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인증 방

법과, 이에 관련된 각종 키들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휴대 인터넷은 종래의 무선 LAN 과 같이 고정된 억세스포인트를 이용하는 근거리 데이터 통신

방식에 이동성(mobility)을 더 지원하는 차세대 통신 방식이다. 이러한 무선 휴대 인터넷에 대하여 다양한 표준들이 제안

되고 있으며, 현재 IEEE 802.16e에서 활발하게 휴대 인터넷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IEEE 802.16은 기본

적으로 도시권 통신망(Metropolitan Area Network, MAN)을 지원하는 규격으로서, 구내 정보 통신망(LAN)과 광역 통신

망(WAN)의 중간 정도의 지역을 망라하는 정보 통신망을 의미한다.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다양한 트래픽 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말에 대한 인증 및 권한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 및 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는 보안 키 관리 프로토콜인 PKMv2(Privacy Key

Management Version 2)가 제안되었다.

기존에 제안된 PKMv2에서는 단말과 기지국을 상호 인증하는 RSA(Rivest Shamir Adleman) 기반 인증 방식과, 상위 인

증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EAP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기반 인증 방식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단말 또는 기

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 그리고 사용자 인증까지 수행할 수 있다.

RSA 기반 인증 방식에 따라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단말과 기지국이 인증 요청 메시지와 이에 대한 인증 응답 메시지를 서

로 교환하여, 단말과 기지국 장치에 대한 상호 인증을 수행한다.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단말은 자신이 지원 가능한 모든 보

안 관련 알고리즘(Security_Capabilities)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기지국은 이를 협상하여, SA(Security Association) 정

보를 단말에게 준다.

그런데 이 경우,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전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들이 별도의 인증 기능 없이 무선 상에서 송수신

됨으로써,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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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SA 기반 인증 방식과 EAP 기반 인증 방식을 조합하여, EAP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RSA 기반 인

증 절차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거나 인증된(Authenticated)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이 완료

되면 별도의 SA-TEK(SA-Traffic Encryption Key) 절차를 수행하여, SA 정보를 단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RSA 기반 인증 방식과 EAP 기반 인증 방식이 함께 수행되는 경우, RSA 기반 인증 절차에 따라 SA 정보가 단말에게

제공된 상태에서,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SA-TEK 절차가 수행됨으로써,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자

신과 관련된 모든 SA 정보들을 RSA 기반 인증 절차와 SA-TEK 절차를 통해 두 번 수신받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SA

정보를 위한 절차가 반복 수행되어 무선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인증 절차가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종래의 인증 방법은 비체계적이고 비획일적으로 수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인증 방식들을 통해 도출되는 단말 관련 인증키의 구조가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

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 휴

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PKMv2 기반의 인증 방식을 토대로,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권한 검증이 이루어진 단말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는 인증키를 도출할

수 있는 키 생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을 위한 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권한 검증된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안정한 트래픽 데이터 전송을 위한 트래

픽 데이터 암호화키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인증 방법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

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이며, a) 상기 제1 노드가 제2

노드와 서로 협의하여 설정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인증 절차 수행에 따라 상기 제2

노드와 공유하는 인증키 생성을 위한 하나 이상의 기본키를 획득하는 단계; c) 상기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2 노드의

식별자 그리고 상기 기본키를 토대로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인증키 관련 파라미터 및 보안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별도 인증 절차의 메시지들을 토대로, 상기 제2 노드와 보안 알고리즘과 SA(Security Association) 정보를 교환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른 인증 방법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

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이며, a) 상기 제1 노드가 제2 노드와 서로 협의하여 설정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인증 수행에 따라 상기 제2 노드와 공유하는 인증키 생성을 위한 하

나 이상의 기본키를 획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인증키 관련 파라미터 및 보안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별도 인증 절차의

메시지들을 토대로, 상기 제2 노드와 보안 알고리즘과 SA정보를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c) 단계는 상기 제1 노드

의 식별자, 상기 제1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제1 랜덤값, 상기 기본키, 그리고 상기 제2 노드의 식별자 및 상기 제2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제2 랜덤값을 토대로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인증 방법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

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이며, a) 상기 제1 노드가 제2 노드와 서로 협의하여 설정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인증 수행에 따라 상기 제2 노드와 공유하는 인증키를

획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인증키 관련 파라미터 및 보안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별도 인증 절차의 메시지들을 토대로,

상기 제2 노드와 보안 알고리즘과 SA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인증 관련된 인증키를 생성하는 방법이며, a) 상기 제1 노

드가 상기 제2 노드와 협의하여 설정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인증키 생성을 위한 제1 기본키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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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단계; b) 상기 제1 기본키로부터 제2 기본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2 기본키를 입력키로 하고, 상기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2 노드의 식별자, 그리고 소정의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5 특징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와 연계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인증 관련된 인증키를 생성하는 방법이며, a) 상기 제1 노

드가 상기 제2 노드와 협의하여 설정된 인증 방식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인증키 생성을 위한 제1 기본키를 획

득하는 단계; b) 상기 제1 기본키로부터 제2 기본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2 기본키를 입력키로 하고, 상기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1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제1 랜덤값, 상기 제2 노드의 식별자 및 상기 제2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제

2 랜덤값, 그리고 소정의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6 특징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은,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기지국 또는 단말인 제1 노드가 단말

또는 기지국인 제2 노드로 송신하는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위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키를 생성하는 방법이며, a) 상기 제1 노드와 제2 노드의 협의에 따라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수행되는 방식이 선택된 경우, 상기 제1 노드가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상기 제2 노드와 공유하는 기본키를 획

득하는 단계; b) 상기 기본키를 입력키로 하고, 제1 노드의 식별자, 상기 제2 노드의 식별자, 그리고 소정의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결과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c) 상기 결과 데이터의 소정 비트를

추출하고, 추출된 비트의 제1 소정 비트를 상위 링크용 메시지의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키로 사용하는 단계; 및 d) 상기 결과 데이터의 소정 비트를 추출하고, 추출된 비트의 제2 소정 비트를 하위 링크용 메

시지의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키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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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이다.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단말(Subscribe Station, 100), 기지국(Base Station, 200,210, 설명의 편

의상 선택적으로 "200"을 대표 번호로 할당함), 상기 기지국과 게이트웨이를 통해 접속된 라우터(300, 310), 그리고 라우

터(300, 310)에 접속되어 가입자 단말(10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서버(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400)를 포함한다.

가입자 단말(100)과 기지국(200, 210)은 통신을 시작하면서 가입자 단말(100)에 대한 인증을 위한 인증 방식을 협상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선택된 인증 방식에 따라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RSA 기반 인증 방식이 선택될 경우에는 단말과

기지국의 MAC(Media Access Control) 계층에서 RSA 기반 인증이 수행되고, EAP 기반 인증 방식이 선택될 경우에는 단

말과 인증 서버의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에서 EAP 기반 인증이 수행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각 노드의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은 MAC 계층의 상위에 위치되어 EAP 인증 관련 처리를 수행하는 계층으로, 다양한 인증 프로토

콜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인 EAP 계층 및 TLS(Transport Level Security) 또는 TTLS(Tunneled TLS) 프로토콜과 같은

실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프로토콜 계층 등을 포함한다.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은 MAC 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EAP 인증 처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MAC 계층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상기 정보들은 MAC 계층

을 통하여 EAP 인증에 관련된 각종 메시지 형태로 처리되어 상대 노드로 전달된다.

MAC 계층은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총체적인 제어를 수행하며, 그 기능별로 MAC 계층은, 시스템 억세스, 대역

폭 할당, 트래픽 커넥션(Traffic Connection) 설정 및 유지, QoS 관리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MAC 공통부 부계층

(Common Part Sublayer), 그리고 페이로드 헤더 서프레션(payload header suppression) 및 QoS 맵핑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특정 수렴 부계층(Service Specific Convergence Sublayer)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단말

또는 기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 및 보안키 교환,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 부계층(Security

sublayer)이, MAC 공통부 부계층에 정의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등록특허 10-0704675

- 15 -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입자 단말(100)과 기지국(200) 사이에 수행되는 인증 정책은 PKMv2에 따른 인증 정책들에

기초한다. PKMv2에 따른 인증 정책에는 RSA 기반 인증 방식, EAP 기반 인증 방식 그리고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들

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 단말과 기지국의 장치에 대하여 상호 권한 검증할 수 있는 RSA 기반의 인증 방식이고, 둘째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단말 또는 기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 또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EAP 기반의 인증 방식이다. 셋째로 단말과

기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을 위하여 RSA 기반 인증 방식을 먼저 수행하고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EAP 기반 인증을 수행하

는 조합 방식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단말 또는 기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을 위하여 RSA 기반의 인증 방식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얻게 된 키를 가지고 수행되는 인증된 EAP 기반의 인증 방식(Authenticated EAP-based

authorization)이다.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은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EAP 기반 인증 방식과 동일하지만, EAP 기

반 인증 방식과 달리, 단말과 기지국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방

식이다.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의 경우, 단말과 기지국이 실질적인 인증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단말 기본 기능 협상

절차를 통해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메시지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메시지 인증 방식(MAC mode: Message

Authentication Code Mode)을 결정하는데, 이 때 결정된 메시지 인증 방식에 따라 HMAC(Hash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또는 CMAC(Cipher-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가 결정된다.

이하에 기술되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단말과 기지국의 협상에 따라,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RSA 기반 인증 절차만 수행

하는 방법, EAP 기반 인증 절차만 수행하는 방법,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거나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토대로 인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열거한 인증 방식 중 선택된 인증 방식을 수행한 후 단말과 기지국은 단말의 보안 알

고리즘 및 SA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 SA-TEK 절차를 수행한다.

이러한 인증 방법을 토대로 인증을 수행하면서,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서는 단말과 기지국이 인증키(AK: Authorization

Key)를 생성할 때,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은 키(PAK: Primary Authorization Key), 또는 EAP 기반 인증 절차나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은 키(PMK: Pairwise Master Key), 단말 식별자 즉,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

국 식별자(BS ID)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PKMv2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서는 단말과 기지국이 인증키를 생성할 때,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은 키(PAK) 또

는 EAP 기반 인증 절차나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은 키(PMK), 단말 식별자인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

국 식별자뿐만 아니라, SA-TEK 절차에서 포함되며 랜덤하게 생성한 값인, 단말 랜덤값(MS_Random)과 기지국 랜덤값

(BS_Random)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PKMv2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단말 식별자로서 단말 MAC 주소를 이용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

증키 생성시에 단말 MAC 주소 대신에 해당 단말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사용될 수도 있다.

먼저, 각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증시에 사용되는 메시지들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RSA-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RSA-Request 메시지는 단말이 기지국에게 단말 장치 인증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이며, 일명 "RSA 인

증 요청 메시지"라고도 명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PKMv2 RSA-Request 메시지는 단말 랜덤값(MS_Random), 단말 인

증서(MS_Certificate) 그리고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SigSS)를 포함한다.

단말 랜덤값(MS_Random)은 단말이 임의적으로 생성하는 값(예: 64비트)이며, 악의적인 공격자로부터의 되풀이 공격

(replay attack)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말 인증서는 단말의 공개키(Public Key)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받은 기지국은 단말 인증서를 토대로 단말 장치에 대한

권한 검증을 수행한다.

등록특허 10-0704675

- 16 -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SigSS)는 PKMv2 RSA-Request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단말은

단말의 비밀키(Private Key)를 토대로 SigSS를 제외한 PKMv2 RSA-Request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

쉬 함수(예: RSA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SigSS를 생성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RSA-Reply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

타낸 테이블이다.

PKMv2 RSA-Reply 메시지는, 위의 PKMv2 RSA-Request 메시지에 따라 단말에 대한 장치 인증이 성공한 경우, 기지국

이 단말에게 기지국 장치 인증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이며, 일명 "RSA 인증 응답 메시지"라고도 명명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PKMv2 RSA-Reply 메시지는 단말 랜덤값(MS_Random),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암호화된 pre-

PAK, 키 유효시간(Key Lifetime), 키 일련 번호(Key Sequence Number), 기지국 인증서(BS_Certificate) 그리고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SigBS)를 포함한다.

단말 랜덤값(MS_Random)은 PKMv2 RSA-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MS_Random과 동일한 값이다. 기지국 랜덤값(BS_

Random)은 기지국이 임의적으로 생성한 값(예: 64비트)이다. 이러한 단말 랜덤값(MS_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

Random)은 악의적인 공격자의 되풀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다.

암호화된 pre-PAK는 기기국이 임의로 생성한 값(pre-PAK)을 PKMv2 RSA-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중 하나

인 단말 인증서(MS_Certificate)에 포함된 단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값이다. 예를 들어, pre-PAK는 기지국이 임의적으

로 생성한 256비트 값일 수 있다.

키 유효 시간은 PAK의 유효 시간이며, 키 일련번호는 PAK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기지국 인증서(BS_Certificate)에는

기지국의 공개키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말은 이러한 기지국 인증서를 토대로 기지국 장치에 대한 권한 검증을 수행한다.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SigBS)는 PKMv2 RSA-Reply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기지국의 비밀키를 토대로 SigBS를 제외한 PKMv2 RSA-Reply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예:

RSA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SigBS를 생성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RSA-Rejec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RSA-Reject 메시지는, 위의 PKMv2 RSA-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이 단말 장치에 대한 인증이 실패했

을 경우 이를 통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이며, 일명 "RSA 인증 실패 메시지"로 명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PKMv2

RSA-Reject 메시지는 단말 랜덤값(MS_Random),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에러 코드(Error Code), 표시 스트링

(Display-String), 그리고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SigBS)를 포함한다.

단말 랜덤값(MS_Random)은 PKMv2 RSA-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MS_Ransom과 동일한 값이며, 기지국 랜덤값(BS_

Random)은 기지국이 임의로 생성한 값(예: 64비트)이다. 기지국 랜덤값(BS_Random)은 악의적인 공격자의 되풀이 공격

을 방지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에러 코드는 기지국이 단말 장치에 대한 권한 검증 실패 이유를 나타내며, 표시 스트링(Display-String)은 단말 장치에 대

한 권한 검증 실패 이유를 스트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SigBS)는 PKMv2 RSA-Reject 메시지 자

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기지국의 비밀키를 토대로, SigBS를 제외한 PKMv2 RSA-

Reject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예: RSA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SigBS를 생성한다.

도 5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RSA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RSA-Acknowledgemen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RSA-Acknowledgement 메시지는, 위의 PKMv2 RSA-Reply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이 기지국 장치에 대한 인증

이 성공하였을 경우 이를 통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이며, 일명 "RSA 인증 인지 메시지"라고 명명될 수 있다. 기지국

장치에 대한 인증 성공의 의미가 포함된 PKMv2 RSA-Acknowledgement 메시지를 기지국이 수신하게 되면 RSA 기반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등록특허 10-0704675

- 17 -



구체적으로, PKMv2 RSA-Acknowledge 메시지는 단말 랜덤값(MS_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인증 결과

코드(Auth Result Code), 그리고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SigSS)를 포함하며, 에러 코드(Error Code) 및 표시 스트링

(Display-String)을 선택적으로 더 포함한다.

단말 랜덤값(MS_Random)은 PKMv2 RSA-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MS_Ransom과 동일한 값이며, 기지국 랜덤값(BS_

Random)은 PKMv2 RSA-Reply 메시지에 포함된 BS_Ransom과 동일한 값이다.

인증 결과 코드는 단말이 기지국 장치에 대한 권한 검증 결과(성공 또는 실패)를 알려주는 코드이다. 이 인증 결과 코드의

값이 실패일 때만 에러 코드와 표시 스트링이 존재한다. 에러 코드는 단말이 기지국 장치에 대한 권한 검증 실패 이유를 나

타내며, 표시 스트링은 기지국 장치에 대한 권한 검증 실패 이유를 스트링으로 나타낸 것이다.

메시지 인증 파라미터(SigSS)는 PKMv2 RSA-Acknowledgement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

다. 단말은 단말의 비밀키를 토대로, SigSS를 제외한 PKMv2 RSA-Acknowledgement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

시지 해쉬 함수(예: RSA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SigSS를 생성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방식 또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에서, PKMv2 EAP-Start 메시지가

사용된다.

PKMv2 EAP-Start 메시지는 단말이 기지국에게 EAP 기반 인증 절차 또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의 시작을 통보하

는 메시지이며, 일명 "EAP 인증 시작 메시지"라고 명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PKMv2 EAP-Start 메시지는 구체적인 파라

미터들을 포함하지 않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방식에서 사용되는 PKMv2 EAP-Transfer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

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EAP-Transfer 메시지는 단말이나 기지국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로부터 EAP 데이터를 수신받게 되면, 상대

노드(단말 또는 기지국)로 해당 EAP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이며, 일명 "EAP 데이터 전송 메시지"라고 명명될 수

도 있다.

구체적으로 PKMv2 EAP-Transfer 메시지는 EAP 페이로드(Payload)를 포함한다. EAP 페이로드는 상위 EAP 인증 프

로토콜로부터 수신받은 EAP 데이터이다. 단말의 MAC 계층이나 기지국의 MAC 계층에서는 EAP 페이로드를 해석하지 않

는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에서 사용되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

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는 단말이나 기지국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로부터 EAP 데이터를 수

신 받게 되면, 상대 노드(단말 또는 기지국)로 해당 EAP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일명 "인증된 EAP 데이터

전송 메시지"라고 명명될 수도 있다.

PKMv2 Authenticated-EAP-Trasnfer 메시지는 PKMv2 EAP-Transfer 메시지와는 달리 메시지 인증 기능이 포함된

것이다. 상기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키 일련 번호, EAP 페이로드,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키 일련 번호는 PAK의 일련 번호이다.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에 포함되는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인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키는,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은 pre-PAK

를 토대로 도출된다. 이 pre-PAK는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두 개의 pre-PAK들을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PAK

의 일련 번호가 필요하다. 이 때 PAK 일련 번호는 pre-PAK 일련 번호와 동일하다. 따라서 키 일련 번호는 메시지 인증 코

드 관련 파라미터를 생성할 때 필요한 pre-PAK를 위한 PAK 일련 번호를 나타낸다.

EAP 페이로드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로부터 수신받은 EAP 데이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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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단말이나 기지국은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공유한 pre-PAK를 토대

로 EIK(EAP Integrity Key)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EIK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

는 HMAC-Digest를 생성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절차 또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에서, PKMv2 EAP-Transfer-

Complete 메시지가 사용된다.

PKMv2 EAP-Transfer-Complete 메시지는 단말이 기지국에게 EAP 기반 인증 절차 또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의

성공적인 종료를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메시지이며, 일명 "EAP 인증 성공 메시지"로 명명될 수도 있다. PKMv2

EAP- Transfer-Complete 메시지는 어떠한 파라미터도 포함하지 않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위에 기술된 메시지들(PKMv2 RSA-Request 메시지, PKMv2 RSA-Request 메시지, PKMv2 RSA-Reject 메시지,

PKMv2 RSA-Reject 메시지, PKMv2 EAP-Start 메시지, PKMv2 EAP-Transfer 메시지, PKMv2 Authenticated-

EAP-Transfer 메시지, PKMv2 EAP-Transfer-Complete 메시지)은, 제1 및 제2 실시 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A-TEK 절차 중에 사용되는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

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는 단말과 기지국이 협상한 인증 절차가 완료된 후 기지국이 단말로 SA-TEK 절차

시작을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메시지이다. 일명 "SA-TEK 시도 메시지"라고 명명될 수 있다.

단말과 기지국이 인증키를 생성할 때, PAK 또는 PMK(이들을 인증키 생성을 위한 기본키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만을 사용하는 제1 실시 예의 경우,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는 기지국 랜덤

값(BS_Random), 키 일련 번호, 인증키 식별자(AK-ID: Authorization Key-Identifier),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하며, 키 유효 시간을 선택적으로 더 포함한다.

기지국 랜덤값(BS_Random)은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지국이 임의적으로 생성한 값이다.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은 악의적인 공격자의 되풀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키 일련 번호는 인증키 일련 번호이다.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 또는 HMAC-

Digest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키는 인증키를 가지고 도출된다. 인증키는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두 개의 인증

키를 구별하기 위해서 인증키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키 유효 시간은 PMK 유효 시간이다. 이 필드는 인증 정책으로 EAP 기반 인증 방식 또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을 지

원해야 하고,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징에 따라 MSK를 단말과 기지국이 공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

인증키 식별자는 인증키, 인증키 일련 번호,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를 가지고 도출해 낸 값이다. 이 인증키

식별자는 단말과 기지국이 모두 자체적으로 생성하며, 기지국이 단말과 동일한 인증키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를 단말로 보내는 것이다.

인증키 일련 번호는 PAK 일련 번호와 PMK 일련 번호 조합으로 생성된 값이다.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되는 인증키 일련 번호는 PMK 일련 번호를 통보하는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PAK 일련 번호는 RSA 기반 인증 절

차의 PKMv2 RSA-Reply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PMK 일련 번호는 EAP 기반 인증 절차의 어떠한 메시지에도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증키 식별자는 이러한 인증키 일련 번호를 통해 만들어진다. 인증키 일련 번호와 인증키 식별자는 모두 단말과 기지국이

동시에 두 개의 인증키를 가졌을 경우 인증키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단말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키 일

련 번호는 새로운 재인증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기지국들이 동일한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면 인증키 식별자

는 기지국마다 상이한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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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 자체를 인

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된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는 HMAC-

Digest를 생성한다.

한편 단말과 기지국이 인증키를 생성할 때, PAK 또는 PMK와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뿐만 아니라 단말과

기지국이 임의적으로 생성한 단말 랜덤값(MS_Random)과 기지국 랜덤값(BS_Random)들을 사용하는 제2 실시 예에서도,

단말과 기지국이 협상한 인증 절차가 완료된 후 기지국이 단말로 SA-TEK 절차를 시작하기 위하여 PKMv2 SA-TEK-

Challenge 메시지를 송신한다.

제2 실시 예에 사용되는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는 제1 실시 예와는 달리,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랜

덤값 유효시간, 키 일련 번호를 포함하고,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인증 정책으로 EAP 기반 인증 절차 또는 인증된 EAP 기

반 인증 절차를 지원해야 하고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징에 따라 MSK를 단말과 기지국이 공유하는 경우에, PMK에

대한 키 유효 시간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랜덤값 유효시간은 단말 랜덤값 및 기지국 랜덤값에 대한 유효 시간을 나

타낸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A-TEK 절차에 사용되는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SA-TEK-Request 메시지는 단말이 지원 가능한 모든 보안 관련 알고리즘을 통보하기 위한 메시지이며, 일명

"SA-TEK 요청 메시지"라고도 명명될 수 있다. 제1 실시 예에서,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이,

해당 메시지 인증이 성공한 후 단말이 보유한 인증키 식별자 특히 자체적으로 생성한 인증키 식별자와 기지국으로부터 수

신한 PKMv2 SA-TEK 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키 식별자가 동일함이 확인된 경우, 단말 자신이 지원 가능한 모

든 보안 관련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PKMv2 SA-TEK-Request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제2 실시 예에서는 이와는

달리,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이, 해당 메시지 인증이 성공한 경우, 단말 자신이 지원 가능한

모든 보안 관련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PKMv2 SA-TEK-Request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PKMv2 SA-TEK-Request 메시지는 단말 랜덤값(MS_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키 일련 번호, 인증키

식별자, 단말 보안 알고리즘 능력(Security_Capabilities),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단말 랜덤값(MS_Random)은 단말이 임의로 생성한 값(예: 64비트)이며, 기지국 랜덤값(BS-Random)은 PKMv2 SA-

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된 BS-Random과 동일한 값이다. 여기에서 단말 랜덤값(MS_Random)은 악의적인 공격

자의 되풀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키 일련 번호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CMAC-Digest 또는 HMAC-Digest) 생성시 사용되는 키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증키를 구별하기 위한 인증키 일련 번호

이다.

인증키 식별자는 인증키, 인증키 일련 번호,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를 가지고 도출해 낸 값이다.

단말 보안 알고리즘 능력은 단말이 지원 가능한 모든 보안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

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SA-TEK-Request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

라미터이다. 단말은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의 나

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한다.

제1 실시 예의 경우, 상기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는 인증키 식별자는,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키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이다.

반면, 제2 실시 예의 경우, 상기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는 인증키 식별자는, 단말이 자체적으로 생성

한 인증키, 인증키 일련 번호,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를 토대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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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A-TEK 절차에 사용되는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

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는 기지국이 단말에게 SA 정보들을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이며, 일명 "SA-TEK 응답

메시지"라고도 명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에 기술된 PKMv2 SA-TEK-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이 해당 메시

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인증이 성공한 경우, 기지국이 보유한 인증키 식별자 특히 기지국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인증키

식별자와 PKMv2 SA-TEK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이 생성한 인증키 식별자가 동일함이 확인되었으면, SA 정보

들을 포함한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를 단말로 송신한다.

PKMv2 SA-TEK- Response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단말 랜덤값(MS_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키 일련

번호, 인증키 식별자, SA-TEK 갱신 정보(SA_TEK_Update),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SA 디스크립터(SA-Descriptor), 그

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단말 랜덤값(MS_Random)은 단말로부터 수신된 PKMv2 SA-TEK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MS_Random과 동일한 값

이며, 기지국 랜덤값(BS_Random)은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된 BS_Random과 동일한 값이다.

키 일련 번호는 인증키 일련 번호이다.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 또는 HMAC-

Digest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키는 인증키를 가지고 도출된다. 인증키는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이 두 개의 인증키를

구별하기 위해서 인증키 일련 번호가 필요하다.

인증키 식별자는 인증키, 인증키 일련 번호,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를 가지고 도출해 낸 값이다.

SA-TEK 갱신 정보(SA_TEK_Update)는 SA 정보들을 포함한 파라미터로서, 핸드오버나 재접속 절차 중에 사용된다. SA

디스크립터(SA-Descriptor)는 SA 정보들을 포함한 파라미터로서, 초기 접속 절차 중에 사용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한

정되지 않는다.

SA 디스크립터는 구체적으로 SA의 식별자인 SAID, SA의 유형을 알려주는 SA 타입, SA 타입이 동적 SA이거나 정적 SA

인 경우에 정의되며 SA의 트래픽 서비스를 형태를 알려주는 SA 서비스 타입, 그리고 해당 SA에서 사용될 암호화 알고리

즘을 알려주는 암호 슈트(Cryptographic-Suite)를 포함한다. 이 SA 디스크립터는 기지국이 동적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SA의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 자체를 인

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하고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

를 생성해낸다.

한편 제1 실시 예의 경우, PKMv2 SA-TEK- Response 메시지의 인증키 식별자는 상기 PKMv2 SA-TEK-Chanllenge

메시지에 포함되는 인증키 식별자와 동일하다. 반면, 제2 실시 예의 경우, PKMv2 SA-TEK- Response 메시지의 인증키

식별자는 상기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는 인증키 식별자와 동일하다.

다음, 위에 기술된 메시지를 토대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 및 이에 관련된 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은, RSA 기반 인증 방식, EAP 기반 인증 방식,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의 조합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정책을 토대로 인증을 수행한다. 특히 소정의 절차에 따른 인증을 수행한 후 단말과 기지국은 단말

의 보안 알고리즘 및 SA(Security Association)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 SA-TEK 절차를 수행한다.

기존의 PKMv2의 인증 정책에서는 단말의 보안 알고리즘과 SA 정보들을 두 개의 절차 즉, RSA 기반 인증 절차와 SA-

TEK 절차에서 중복하여 교환하고, RSA 기반 인증 절차에서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교환되는 메시지들에는 메시지 인증 기

능이 없기 때문에, 이 RSA 기반 인증 절차에서 교환되는 단말의 보안 알고리즘과 SA 정보들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단말과 기지국이 단말의 보안 알고리즘 및 SA 정보를 메시지 인증 기능을 지원하는 SA-

TEK 절차를 통해 교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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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과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1 예는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1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말(100)과 기지국(200) 사이에 실제적인 인증 절차가 수행되기 전에 단말 기본 기능에 관한 협상이 수행되면서 소정의

인증 방식이 선택될 수 있다.

선택된 인증 방식이 RSA 기반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방식인 경우, 도 11에서와 같이, 단말(100)은 MAC 메시지 중 인

증 메시지인 PKM 메시지를 통해 가입자 디지털 인증서를 기지국(200)으로 전달한다. 구체적으로 PKMv2 RSA-Request

메시지에 단말의 공개키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포함시켜 전송한다(S100).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PKMv2 RSA-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200)은 해당 단말에 대한 장치 인증을 수행한

다. 단말(100)에 대한 장치 인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기지국(200)은 기지국의 인증서와 단말(100)의 공개키로 암호화

된 pre-PAK가 포함된 PKMv2 RSA-Reply 메시지를 단말(100)로 전송하여, 기지국 장치에 대한 인증을 요청한다(S110)

. 이와는 반대로 위의 기지국에서의 단말 인증이 실패일 경우, 기지국(200)은 단말(100)로 PKMv2 RSA-Reject 메시지를

송신하여, 인증이 실패하였음을 통보한다.

한편 기지국(200)으로부터 PKMv2 RSA-Reply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100)은,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기지국의 인증서를

검증하여 기지국에 대한 권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포함된 PKMv2 RSA-Acknowledgement 메시지를 기지국

(200)으로 송신한다(S120). 이와 같이 단말측에서도 RSA 기반 인증이 수행되며, 기지국에 대한 검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단말(100)이 기지국(200)에게 성공의 결과가 포함된 PKMv2 RSA-Acknowledgement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RSA 기

반의 상호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이와 같이 RSA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pre-PAK를 공유하게 되며, 이 키를

가지고 PAK를 도출한다. 또한, PAK와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를 가지고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각각 인증

키(AK: Authorization Key)를 도출하게 된다(S130).

다음, RSA 기반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단말의 보안 알고리즘 및 SA (Security Association)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 SA-TEK 절차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인증이 수행된 후, 단말(100)과 기지국(200)이 인증키의

식별자, 인증키 일련번호와, SAID와, 각각의 SA마다 사용될 알고리즘 및 트래픽 암호화키(TEK: Traffic Encryption

Key)들을 알기 위하여, 3-Way SA-TEK 교환 절차를 수행한다.

도 11에 도시되어 있듯이, 인증 절차를 통하여 인증키를 도출한 기지국(200)은 단말(100)로 PKMv2 SA-TEK-

Challenge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SA-TEK 절차를 시작한다(S140).

이 때, 기지국(200)은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를 통해 인증키 일련 번호와 인증키의 식별자(AK-ID)를 단말

(100)에게 알려준다. 위의 PKMv2 RSA-Reply 메시지에 PAK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PKMv2 SA-TEK-

Challenge 메시지의 인증키 일련 번호는 PKMv2 RSA-Reply 메시지에 포함된 PAK 일련 번호와 동일하다.

또한 단말(100)은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토대로 상기 메시지에 대한 인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말(100)은 인증키를 토대로, 상기 수신한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새로운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생성한

다. 그리고 생성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와 상기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한 경우 메시지 인증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 인증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메시지 인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단말과 기지국이 동일한 인증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메시지 인증이 실패하였을 경우, 단말(100)은 수신한 상기 메시지를 폐기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이와 같이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송수신된 메시지에,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

Digest 또는 HMAC-Digest)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메시지 인증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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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인증이 성공한 경우 해당 메시지를 토대로 한 소정 처리를 수행한다. 한편 이후에 기술되는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의 경우에는, 인증키가 아니라 EIK(EAP Integrity Key)

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생성하여, 메시지 인증을 수행한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토대로 하여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대한 인증

이 성공한 경우,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키 식별자와, 단말이 보유한 인증키 식별자 특

히, 단말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인증키 식별자(이 식별자는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인증키

일련번호, 이미 알고 있는 인증키, 기지국 식별자, 단말의 MAC 주소를 토대로 생성됨)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한

경우 이하의 단계를 수행한다.

반면 상기 인증키 식별자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과 기지국이 서로 다른 인증키, 인증키 일련 번호, 기지국 식별

자 도는 단말 MAC 주소를 가지고 인증키 식별자를 생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를 폐기

처리한다.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대한 인증이 성공하고 인증키 식별자에 대한 동일성이 확인되어, 상기 메시지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단말(100)은 단말 자신이 지원하는 모든 보안 관련 알고리즘을 포함한 PKMv2 SA-TEK-

Request 메시지를 기지국(200)으로 전송한다(S150). 이에 기지국(200)은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을 수행한다.

메시지 인증이 성공하면 기지국(200)은 보유한 인증키 식별자 특히,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하였던

인증키 식별자와 상기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키 식별자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인

증키 식별자의 동일성이 확인된 경우, 기지국(200)은 제공 가능한 하나의 primary SA와 0 또는 그 이상의 static SA들에

해당하는 SAID와 알고리즘을,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를 통해 단말(100)에게 알려준다. 이에 따라 단말

(100)이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SA-TEK 절차가 완료되게 되고, 결국 모든 인증 절차가

끝나게 된다(S160). 이 경우 단말(100)이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메시지 인증이

성공한 경우에 SA-TEK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

이러한 실시 예에 따르면, RSA 기반 인증 절차에서 메시지 인증 기능이 포함된 SA-TEK 절차를 통하여 단말 보안 알고리

즘과 SA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위에 RSA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단말과 기지국이 인증키를 공유하게 되면,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전송되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트래픽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1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1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

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2에서와 같이, RSA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단말과 기지국은 pre-PAK(예: 256비트)를 공유하게 된다

(S131). 이 pre-PAK는 기지국이 랜덤하게 생성한 것이며, 기지국은 단말 공개키를 가지고 pre-PAK를 암호화하여 단말

로 전달한다. 이 암호화된 pre-PAK는 단말 공개키와 쌍을 이루는 비밀키만을 가지고 있는 단말만이 해석할 수 있다.

단말(100)은 기지국으로부터 전달되는 암호화된 pre-PAK를 비밀키로 복호화하여 원래의 pre-PAK를 획득한다. 그리고

pre-PA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소정의 스트링 예를 들어“EIK+PAK”라는 스트링 문

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한다(S132).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서 사용되는 키 생성 알고리즘은

CMAC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Dot16KDF"이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함에 따라 생성된 결과 데이터에서, 소정 비트 예를 들어 상위의 320비트를 잘라낸다. 잘라낸 데

이터(320비트 데이터) 중에서 소정 비트 예를 들어 상위 160비트는 EIK(EAP Integrity Key)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트 예

를 들어 하위 160비트는 PAK로 사용한다(S133). 여기에서 생성된 EIK는, 추후에 기술되는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서,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 자체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할 때, 입력키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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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말(100)은 PA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AK”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예: Dot16KDF)을 수행한다(S134). 그리고 얻어지는 결과 데이터에서 소정 비트 예를 들어 상위

160비트를 잘라내어 그 데이터를 인증키(AK)로 사용한다(S135).

기지국(200)도 단말로 전송한 pre-PAK를 토대로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인증키를 생성하며, 이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이

동일한 인증키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인증키 생성 방법에 따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는 인증키가 생성될 수 있다.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2 예에 따른 인증 방법 및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2 예는 기본 기능 협상 과정에서 선택된 인증 방식이 EAP 기반 인증 절차만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2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3에 도시되어 있듯이, 단말(100)은 망의 EAP 인증 프로토콜에게 EAP 기반 인증 절차의 시작을 통보하기 위하여 기지

국(200)으로 PKMv2 EAP-start 메시지를 전송한다(S200). 이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200)의 MAC 계층은 자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으로 상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요청에

따라 어떠한 단말인지를 문의하는 PKMv2 EAP-transfer 메시지를 단말(100)로 전송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단말(100)

로부터 단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PKMv2 EAP-transfer 메시지가 전송되면, 기지국(200)은 이 메시지를 인증 서버

(400)로 전달한다.

이 후,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인증 서버(400)와 연계하여, EAP 인증 프로토콜의 절차에 따라 상위 EAP 인증 프로토

콜 계층으로부터 EAP 관련 데이터를 수신받을 때마다, 상기 데이터를 PKMv2 EAP-Transfer 메시지를 통해 상대 노드로

전송한다(S210∼S220).

이와 같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의 절차에 따라 여러 번의 PKMv2 EAP-Transfer 메시지가 단말(100)과 기지국(200)

사이에서 전달됨으로써, 단말과 인증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에서 단말 또는 기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 또는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전달되는 PKMv2 EAP-Transfer 메시지 수는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에 따라 틀려진다.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을 통해 단말 또는 기지국의 장치에 대한 인증 또는 사용자 인증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S230), 기지국(200)은 인증 성공을 알리는 PKMv2 EAP-Transfer 메시지를 단말(100)로 전송한다(S240). 이에 따라 단

말(100)은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기 위해서 기지국으로 PKMv2 EAP-Transfer-

Complete 메시지를 송신하고, 기지국(200)은 이 메시지에 따라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완료한다(S250).

이러한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성에 따라

MSK(Master Session Key)를 공유할 수 있다. 만약, 단말과 기지국이 MSK를 공유하게 되면 이 MSK를 가지고 PMK

(Pairwise Master Key)를 도출한다. 또한, PMK와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를 가지고 단말과 기지국은 이후에 기

술된 인증키 생성 과정을 통하여, 각각 인증키를 도출하게 된다(S260).

이와 같이 인증이 수행된 다음, 위의 제1 실시예의 제1 예와 동일하게, 단말(100)과 기지국(200)이 인증키의 식별자, 인증

키 일련번호, SAID, 각각의 SA마다 사용될 알고리즘 및 트래픽 암호화 키(TEK)들을 알기 위하여, 3-Way SA-TEK 교환

절차를 수행한다. 이 절차는 위에 기술된 바와 동일하게 수행됨으로써,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S270∼S290).

이후 단말과 기지국은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전송되는 트래

픽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정적으로 송수신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제1 실시 예의 제2 예에 따른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2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

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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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도 14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성에 따라 단말과 기지

국은 512비트의 MSK를 선택적으로 공유하게 된다(S261). 단말과 기지국은, MSK를 공유하는 경우, MSK의 소정 비트 예

를 들어 상위 160비트를 잘라내고, 잘라낸 데이터 즉, 160비트 데이터를 PMK로 사용한다(S262∼S263).

다음 PM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AK”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

성 알고리즘(예: CMAC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Dot16KDF)을 수행하여 결과 데이터를 획득하고, 결과 데이터에서 소정 비

트 예를 들어 상위 160비트를 잘라내고, 잘라낸 데이터를 인증키로 사용한다(S264∼S265).

이러한 인증키 생성 방법에 따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는 인증키가 생성될 수 있다.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3 예에 따른 인증 방법 및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3 예는 기본 기능 협상 과정에서 선택된 인증 방식이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3 예에서,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의

흐름도이다.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위의 기술된 제1 예와 동일하게, PKMv2 RSA-Request 메시지와 PKMv2 RSA-Reply 메시

지를 통하여 서로 상호 인증을 수행하고, 단말과 기지국 장치에 대한 상호 인증이 성공한 경우 단말(100)이 PKMv2 RSA-

Acknowledgement 메시지를 기지국(200)으로 송신하여 RSA 기반 인증 절차를 완료한다(S300∼S320). 이러한 RSA 기

반 인증 방식에 따라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pre-PAK를 공유하고 이 키를 가지고 PAK를 도출한다(S330).

이후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위에 기술된 제2 예와 동일하게, PKMv2 EAP-Start 메시지를 통하여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시작하고,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에 따라 PKMv2 EAP-Transfer 메시지를 다수 교환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

한다(S340∼S380).

이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단말과 기지국은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성에 따라 MSK를 선택적으

로 공유하며, MSK를 공유하게 되면 이 MSK를 가지고 PMK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RSA 기

반 인증 절차를 통해 도출한 PAK 또는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PMK, 그리고 단말 MAC 주소와 기지

국 식별자를 가지고, 이후에 기술되는 인증키 도출 과정을 통하여, 각각 인증키를 생성하게 된다(S390).

이와 같이 인증이 수행된 다음, 위의 제1 실시 예의 제1 예와 동일하게, 단말(100)과 기지국(200)이 인증키의 식별자, 인

증키 일련번호, SAID, 각각의 SA마다 사용될 알고리즘 및 트래픽 암호화 키(TEK)들을 알기 위하여, 3-Way SA-TEK 교

환 절차를 수행한다(S400∼S420). 이 절차는 위에 기술된 바와 동일하게 수행됨으로써,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다. 그리고 이후 단말과 기지국은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전

송되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정적으로 송수신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제1 실시 예의 제3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3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

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여기서는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서 단말과 기지국이 MSK를 공유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인증키 생성방법을 기술한다. 만약, 단말과 기지국이 MSK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 12에 기

술된 제1 실시 예의 제1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에 따라 인증키가 생성될 수 있다.

RSA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도 16에서와 같이,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pre-PAK(예: 256비트)를 공

유하게 된다(S391). 이후 pre-PA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EIK+PAK”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결과 데이터를 얻는다(S392). 결과 데이터에서 소정 비트 예를

들어 320비트를 잘라내고, 잘라낸 데이터 중에서 소정 비트 예를 들어 상위 160비트를 EIK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트 예를

들어, 하위 160비트를 PAK로 사용한다(S393).

한편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성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은 512비트의 MSK를 공유하게 된다(S394). MSK를 공유하는 경우,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MSK의 소정 비트

예를 들어 상위 160비트를 잘라낸다. 그리고 잘라낸 160비트 데이터를 PMK로 사용한다(S395∼S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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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얻어진 PAK와 PMK를 소정 연산 예를 들어 배타적 논리합(exclusive-or) 연산을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값을 입력키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AK”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

력 데이터로 하고, 상기 입력키를 이용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키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얻어진 결과 데이터에

서 소정 비트 예를 들어, 상위 160비트를 잘라내고, 잘라낸 비트의 데이터를 인증키(AK)로 사용한다(S397∼S398).

이러한 인증키 생성 방법에 따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는 인증키가 생성될 수 있다.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4 예에 따른 인증 방법 및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4 예는 기본 기능 협상 과정에서 선택된 인증 방식이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의 제 4예에서,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의 흐름도이다.

첨부한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의 제1 실시 예의 제1 예와 동일하게, RSA 기반 인증 방식을 토대로 단말 및 기지국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여 pre-PAK를 공유하고 이 키를 가지고 PAK를 도출한다(S500∼S520).

RSA 기반 인증 절차 완료 후,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제1 실시 예의 제2 예에 기술된 바와 같이, PKMv2 EAP-Start

메시지를 통하여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시작하고,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에 따라 PKMv2 Authenticated-

EAP-Transfer 메시지를 다수 교환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S530∼S580).

이 경우에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단말과 기지국은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성에 따라

MSK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며, MSK를 공유하게 되면 이 MSK를 가지고 PMK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단말(100)과 기지

국(200)은 PAK 또는 PMK,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를 가지고, 이후에 기술되는 인증키 도출 과정을 통하

여, 각각 인증키를 생성한다(S590). 이러한 인증키 생성 방법은 위에 기술된 제 3예(도 16 참조)와 동일하게 수행됨으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한편 PAK를 토대로 얻어지는 EIK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

자체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할 때의 입

력키로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인증이 수행된 다음, 위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제1 예와 동일하게, 단말(100)과 기지국(200)이 인증키의 식별

자, 인증키 일련번호, SAID, 각각의 SA마다 사용될 알고리즘 및 트래픽 암호화 키(TEK)들을 알기 위하여, 3-Way SA-

TEK 교환 절차를 수행한다(S600∼S620). 이 절차는 위에 기술된 바와 동일하게 수행됨으로써,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리고 이후 단말과 기지국은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단말과 기지국 사

이에 전송되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정적으로 송수신한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단말과 기지국이 생성한 임의의 랜덤값을 사용하지 않고,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은 PAK

또는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은 PMK,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를 사용하여 인증키를 생성하는 제1

실시 예에서, 인증키 유효 시간은 인증 정책에 의해 정의되는 PAK 유효 시간 또는 PMK 유효 시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

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인증키의 유효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강력한 인증키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제1 실시 예에 따르면 협상에 따른 각 인증 절차 수행 후 필수적으로 SA-TEK 절차를 수행하여 보안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또한 인증 절차 수행에 따라 얻어진 PAK 또는 PMK를 인증키 생성을 위한 키 생성 알고리즘의 입력키로 각각 사용함으로

써, 각 인증 방법마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는 인증키를 얻을 수 있다.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 및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도, 위에 기술된 제1 실시 예와 동일하게, 기본 기능 협상 과정에서 선택된 인증 방

식에 따라, RSA 기반 인증 절차만 수행하는 방법, EAP 기반 인증 절차만 수행하는 방법,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등록특허 10-0704675

- 26 -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또한 각 방법에 따른 인증 절차 수행 후 단말과 기지국은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전송되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정적으로 송수신한다.

제2 실시 예의 각각의 인증 방법에 따른 인증 절차는 위에 기술된 제1 실시 예와 동일하게 수행됨으로서, 당업자라면 위에

기술된 설명을 토대로 고안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서는 제1 실시 예와는 다르게, 인증키가 SA-TEK 절차 중에 생성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의 흐름도이며, 특히 SA-TEK 절차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8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서도 단말과 기지국이 협상한 인증 방식에 따라 각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S700), 단말과 기지국은 단말의 보안 알고리즘 및 SA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 SA-TEK 절차를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지국(200)이 단말(100)로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SA-TEK 절차를 시

작한다. 이 경우에도 제1 실시 예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인증키 일련 번호를 단말(100)에게 알려주지만, 제1 실시 예와

는 달리 인증키의 식별자를 단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기지국이 임의적으로 생성해낸 64비트 값인 기지국 랜덤값

(BS_Random)을 생성하여 단말에게 알려준다. 즉, 인증키 일련 번호와 임의적으로 생성된 64비트 값(BS_Random)을 포

함하는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를 단말(100)로 전송한다(S710∼S720).

이러한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100)은 임의적으로 64비트 값인 단말 랜덤값(MS_Random)

을 생성한다(S730). 그리고 단말 랜덤값(MS_Random),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된 기지국 랜덤값

(BS_Random), 하나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어진 PAK 또는 PMK,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를 가지고 인증키

를 생성한다. 또한, 단말(100)은 이미 알고 있던 인증키, 그리고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인

증키 일련 번호, 단말 MAC 주소, 기지국 식별자를 토대로 인증키 식별자를 생성한다(S740).

이후 단말(100)은 단말 자신이 지원하는 모든 보안 관련 알고리즘과 상기에서 생성된 인증키 식별자를 포함하는 PKMv2

SA-TEK-Request 메시지를 기지국(200)으로 전송한다(S750). 이 때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는 메시지 인

증을 위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는 인증키를 토대로 생성된 것이다.

기지국(200)은 단말 랜덤값(MS_Random)과,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에 사용하였던 기지국 랜덤값(BS_

Random)과, 하나의 조합 인증 절차를 통해 얻어진 PAK 또는 PMK, 그리고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를 가지고 인

증키를 생성한다.

이후 인증키를 토대로, 기지국(200)은 PKMv2 SA-TEK-Request의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 기능 즉, CMAC-Digest 또는

HMAC-Digest의 적법성을 판별하여,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대한 인증 처리를 수행한다(S760∼S770).

PKMv2 SA-TEK-Request 메시지 인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기지국(200)은 상기 인증키를 토대로 인증키 식별자를 생성

하고, 기지국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상기 인증키 식별자와, 상기 단말로부터 제공받은 PKMv2 SA-TEK-Request 메시지

에 포함된 인증키 식별자의 동일성 및 기지국 랜덤값의 동일성을 확인한다(S780).

구체적으로, 기지국(200)은 이미 알고 있던 인증키, 상기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인증키 일

련 번호,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를 토대로 인증키 식별자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한 인증키 식별자와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인증키 식별자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또한 기지국(200)은 기지국 랜덤값(BS-Ransom)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즉, S720 단계에서 PKMv2 SA-TEK-

Challenge 메시지에 포함시켜 전송하였던 기지국 랜덤값과, S750 단계에서 수신한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기지국 랜덤값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인증키 식별자들이 동일하고 기지국 랜덤값들이 동일한 경우, 기지국(200)은 해당 단말에게 SA 정보들이 포함된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한다.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를 단말(100)이 수신하게 되면, SA-TEK

절차가 완료되게 되고 결국 모든 인증 절차가 종료된다(S790). 한편 단말(100)은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에

대해서도, 메시지 인증이 성공하고, 인증키 식별자들이 동일하고, 그리고 단말 랜덤값들(단계(S740)에서 PKMv2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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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Response 메시지에 포함시켜 전송하였던 MS-Random과,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MS-Random)의 동일성이 확인된 경우,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SA-TEK 절차를

완료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SA-TEK 절차 수행시 소정 메시지에 대하여,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들의 동

일성, 인증키 식별자들의 동일성 그리고 랜덤값들의 동일성이 모두 만족되면, 수신 노드인 상기 단말 또는 기지국에서는

상기 메시지가 유효한 메시지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의 제1 실

시 예에 따른 SA-TEK 절차시에도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 판단이 수행될 수 있다.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인증 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서는 인증키 생성시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은 PAK, 또는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얻

은 PMK, 단말 MAC 주소 그리고 기지국 식별자뿐만 아니라 SA-TEK 절차에서 포함되는 랜덤값인 단말 랜덤값(MS_

Random)과 기지국 랜덤값(BS_Random)을 사용한다.

먼저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서, 인증키를 생성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의 제1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

내는 흐름도이다.

RSA 기반 인증 절차의 성공적 완료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이 256비트의 pre-PAK를 공유하게 되면(S800), 도 19에 도시

된 제1 실시 예의 제1 예와 동일하게, pre-PA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EIK+PAK”

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한다(S810). 그리고 키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얻어진 결

과 데이터(예: 320비트)의 소정 비트(상위 160비트)를 EIK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트(하위 160비트)를 PAK로 사용한다

(S820).

한편 RSA 기반 인증 절차 후에 SA-TEK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단말과 기지국이 SA-TEK 절차 중에 서로 교환을 통해

단말 랜덤값(MS_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을 가지게 된다.

제2 실시 예의 제1 예에서, 단말과 기지국은 PA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 기지국 식별자, 단말 랜덤값(MS_

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그리고 “AK”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

한다(S830). 그리고 얻어진 결과 데이터의 소정 비트(예: 상위 160비트)를 인증키로 사용한다(S840).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의 제2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의 제2 예는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

낸 흐름도이다.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성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은 MSK(예: 512비트)를

공유하게 된다(S900). 이 경우, 제1 실시 예의 제2 예와 동일하게, MSK의 소정 비트(예: 상위 160비트)를 PMK로 사용한

다(S910∼S920).

이후 EAP 기반 인증 절차 후에 SA-TEK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단말과 기지국이 SA-TEK 절차 중에 서로 교환을 통해

단말 랜덤값(MS_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을 가지게 된다. 단말과 기지국은 PM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 기지국 식별자, 단말 랜덤값(MS_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그리고 “AK”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리고 얻어진 결과 데이터의 소정 비트(예: 상위 160비트)를 인증키로

사용한다(S930∼S940).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의 제3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의 제3 예는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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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

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이 인증키 생성 방법은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서 단말과 기지국이 MSK를 공유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법이다. 만

약, 단말과 기지국이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였어도 MSK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 12에 도시된 제1 실시 예의 제1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에 따라 인증키를 생성한다.

RSA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단말과 기지국은 256비트의 pre-PAK를 공유하고, 이 키를 가지고 EIK와

PAK를 도출한다(S1100∼S1200). 그리고 RSA 기반 인증 절차 완료 후, 단말(100)과 기지국(200)이 상위 EAP 인증 프로

토콜에 따라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를 다수 교환하여, 단말 또는 기지국에 대한 인증 또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EAP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단말과 기지국은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특성에 따라

MSK를 공유하게 된다(S1300). 이 경우 MSK를 가지고 PMK를 도출한다(S1400∼S1500).

그러나 제1 실시 예의 제3 예와는 달리, 단말(100)과 기지국(200)이 SA-TEK 절차 수행 후 얻어진 단말 랜덤값(MS_

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을 토대로 인증키를 생성한다. 즉, 단말과 기지국은 PAK와 PMK를 소정 연산 예

를 들어, 배타적 논리합을 취해 얻은 결과값을 획득한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 기지국 식별

자, 단말 랜덤값(MS_Random) 및 기지국 랜덤값(BS_Random) 그리고 “AK”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결과 데이터를 획득한다. 그리고 결과 데이터의 소정 비트(예: 상위 160비트)를 인증키(AK)로

사용한다(S1600∼S1700).

한편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의 제4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

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은, 위에 기술된 제2 실시 예의 제3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이

인증키 생성 방법은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서, 단말과 기지국이 MSK를 공유했

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법이다. 만약 단말과 기지국이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

였어도 MSK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 12에 도시된 제1 실시 예의 제1 예에 따른 인증키 생성 방법에 따라 인증키를

생성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세 설명을 생략한다.

이러한 제2 실시 예에 따르면 협상에 따른 각 인증 절차 수행 후 필수적으로 SA-TEK 절차를 수행하여 보안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또한 인증 절차 수행에 따라 얻어진 PAK 또는 PMK를 인증키 생성을

위한 키 생성 알고리즘의 입력키로 각각 사용함으로써, 각 인증 방법마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는 인증키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제1 실시 예에서, 키 유효 시간은 인증 정책에 의해 정의되는 PAK 유효 시간 또는 PMK 유효

시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인증키의 유효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강력한

인증키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제2 실시 예에서, 키 유효 시간은 PAK 유효 시간 또는 PMK 유효 시간 또는 랜덤값 유효 시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

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인증키의 유효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더욱 강력한 인증키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PAK 유효 시간은 기지국에 의하여 RSA 기반 인증 절차 중에 단말로 제공된다. PMK 유효 시간은 상위 EAP 인증 프

로토콜 계층으로부터 단말과 기지국이 각각 제공받거나, SA-TEK 기반 인증 절차 수행 중에 기지국에 의하여 단말로 제공

된다. 또한 랜덤값 유효 시간은 SA-TEK 절차 중에 기지국에 의하여 단말로 제공된다.

또한 인증 방식이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경우, 인증키 유효 시간이 PAK 유효 시간으로 설정되고, 단말이 인증

키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하여 PAK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이 성공하면 단말과 기지국이 PAK와 PAK 유효 시간을 각각 갱신하고, 인증키는 갱신된 PAK를 가지고 재생성하고, 인증

키 유효 시간은 상기 갱신된 PAK 유효 시간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한다.

또한 인증 방식이 EAP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경우, 인증키 유효 시간이 PMK 유효 시간으로 설정되고, 단말이 인

증키 유효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하여 PMK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

신이 성공하면 갱신된 PMK를 가지고 인증키를 재생성하고, 상위 EAP 인증 프로토콜 계층으로부터 전달받거나 SA-TEK

절차를 수행하여 PMK 유효 시간을 갱신하고, 인증키 유효 시간을 상기 갱신된 PMK 유효 시간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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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위에 기술된 제1 및 제2 실시 예에서, 단말과 기지국이 협상한 인증 방식이 RSA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한 후 인

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에서 사용되는 메시지(PKMv2 Authenticated-

EAP-Transfer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인증을 위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키인 메시지 인증키

(Message Authentication Key)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2는 상기 메시지 인증키의 생성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며,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 예에 따른 EIK를

가지고 메시지 인증을 위한 메시지 인증키 즉, HMAC 키와 CMAC 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이 방법은 단

말과 기지국이 협상한 인증 정책으로서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

하였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즉, RSA 기반 인증 절차에서 기지국에서 단말로 전달되는 PKMv2 RSA-Reply 메시지에 포함

된 pre-PAK를 통해 얻어진 EIK를 토대로,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에서 사용되는 PKMv2 Authenticated-EAP-

Transfer 메시지에 포함된 HMAC-Digest나 CMAC-Digest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메시지 인증키(HMAC 키나 CMAC 키)

를 생성한다.

구체적으로 도 22에 도시되어 있듯이, RSA 기반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단말(100)과

기지국(200)은 pre-PAK를 가지고 EIK(128비트)를 생성한다(S2000).

그리고 단말 기본 기능 협상 절차를 통해 메시지 인증 방식으로, HMAC를 결정한 경우, 단말(100)과 기지국(200)이 공유

한 EI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HMAC_KEYS”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

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한다(S2100∼S2200).

이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 데이터의 소정 비트(예: 상위 320비트)를 잘라내고, 잘라낸 비트에서 소정 비트(예: 상위 160비

트)를 제1 입력키 즉, 상위 링크로 전송되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에 포함되는 HMAC-Digest를

만들기 위한 입력키 HMAC_KEY_U로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결과 데이터에서 잘라낸 비트의 나머지 비트(예: 하위 160비

트)를 제2 입력키 즉, 하위 링크로 전송되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에 포함된 HMAC-Digest를

만들기 위한 입력키 HMAC_KEY_D로 사용한다(S2300).

한편 단말과 기지국이 단말 기본 기능 협상 절차를 통해 메시지 인증 방식으로 CMAC을 결정한 경우, 단말과 기지국이 공

유한 EIK를 입력키로 하고, 단말 MAC 주소와 기지국 식별자 그리고 “CMAC_KEYS”라는 스트링 문자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한다(S2400).

그리고 결과 데이터 중에서 소정 비트(예: 상위 256비트)를 잘라내고, 잘라낸 비트에서 소정 비트(예: 128비트)를 제1 입

력키 즉, 상위 링크로 전송되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를 만들기 위한

입력키인 CMAC_KEY_U로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결과 데이터에서 잘라낸 비트의 나머지 비트(예: 하위 128비트)를 제2

입력키 즉, 하위 링크로 전송되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지에 포함된 CMAC-Digest를 만들기 위한

입력키 CMAC_KEY_D로 사용한다(S2500).

이와 같이 생성되는 메시지 인증키(HMAC_KEY_U, HMAC_KEY_D, CMAC_KEY_U, CMAC_KEY_D)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에 포함되는 HMAC-Digest 또는 CMAC-Digest를 각각 생성한다.

다음에는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을 통해 단말이나 기지국 장치에 대한 인증 또는 사용자 인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단말과 기지국은 송수신하는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입력키인 트래픽 암

호화 키를 생성하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시 사용되는 메시지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해당 메시

지에 대한 되풀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랜덤 번호(Random Number)를 포함시켜 전송한다. 단말과 기지국은 각각 랜덤

번호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랜덤 번호가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한 수신측에서는 상기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랜덤 번호

와 이미 저장되어 있던 랜덤 번호와의 관계에 따라 상기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되풀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상기 메시지를 폐기 처리하고, 되풀이 공격을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메시지를 토대로

소정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랜덤 번호는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거나,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704675

- 30 -



랜덤 번호가 카운터처럼 일정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성되거나 또는 일정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이

러한 경우를 랜덤 번호가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랜덤 번호가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

는 경우, 랜덤 번호 값을 전에 사용했던 값보다 +1이 증가된 값으로 설정하거나 -1 감소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랜덤 번호가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는 경우, 소정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시 상기 랜덤 번호를 포함하는 메

시지들을 수신하는 노드는, 각 메시지들에 포함되어 있는 랜덤 번호들을 모두 저장하여 관리하지 않고, 랜덤 번호들 중에

서 최대값을 가지는 랜덤 번호만을 저장하거나, 최소값을 가지는 랜덤 번호만을 저장한다. 따라서 수신 노드에는 해당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가 만료될 때까지 하나의 랜덤 번호(최대 랜덤 번호 또는 최소 랜덤 번호)가 저장되며, 상기 트래픽 암호

화 키가 만료되면 이에 해당하는 상기 랜덤 번호가 삭제된다.

이 경우, 상기 수신 노드는 소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랜덤 번호(예: 제1 랜덤 번호)의 값이 수

신측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랜덤 번호(예: 제2 랜덤 번호)의 값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고,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하지 않은 메시지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제1 랜덤 번호가 제2 랜덤 번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장

되어 있던 제2 랜덤 번호를 삭제하고 상기 제1 랜덤 번호를 저장하여, 이후 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되풀이 공격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랜덤 번호로 사용한다.

여기서 랜덤 번호가 카운터처럼 일정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2 랜덤 번호가 최대 랜덤 번호이

므로, 상기 제1 랜덤 번호가 제2 랜덤 번호보다 큰 경우를 상기 제1 랜덤 번호가 제2 랜덤 번호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따라서 수신 노드는 수신된 메시지에 포함된 제1 랜덤 번호가 제2 랜덤 번호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라고 간주하고 폐기한다.

반면, 랜덤 번호가 카운터처럼 일정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2 랜덤 번호가 최소 랜덤 번호이므

로, 상기 제1 랜덤 번호가 제2 랜덤 번호보다 작은 경우를 상기 제1 랜덤 번호가 제2 랜덤 번호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따라서 수신 노드는 수신된 메시지에 포함된 제1 랜덤 번호가 제2 랜덤 번호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기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라고 간주하고 폐기한다.

또한 랜덤 번호는 카운터와는 달리 랜덤하게 생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랜덤 번호가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랜덤 번호의 값이 전에 사용했던 값과는 전혀 상관없이 랜덤하게 설정될 수 있다.

랜덤 번호가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는 경우, 소정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시 상기 랜덤 번호를 포함하는 메

시지들을 수신한 노드는, 각 메시지들에 포함되어 있는 랜덤 번호들을 모두 저장하여 관리하며, 이러한 랜덤 번호들을 해

당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가 만료될 때까지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트래픽 암호화 키가 만료되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랜덤

번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상기 수신 노드는 소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랜덤 번호(예: 제1 랜덤 번호)의 값이 수

신측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하나 이상의 랜덤 번호(예: 제2 랜덤 번호)의 값과 동일한지를 판단한다. 즉, 제1 랜덤 번호의

값이 저장되어 있던 제2 랜덤 번호들 중 하나와 동일한 값을 가지면, 상기 메시지는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라고 간주

하여 상기 메시지를 폐기 처리한다. 반면, 제1 랜덤 번호의 값이 제2 랜덤 번호들 중 어느 하나와도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메시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제1 랜덤 번호를 저장하여 이

미 저장되어 있던 제2 랜덤 번호들과 함께 관리함으로써, 이후 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되풀이 공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번호로 사용한다.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Key-

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Key-Request 메시지는 단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SA_ID에 해당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 및 관련 파라미터들을

기지국에 요청하기 위한 메시지이며, 일명 "트래픽 암호화 키 요청 메시지"라고도 명명될 수 있다.

PKMv2 Key-Request 메시지는 인증키 일련 번호, SAID, 랜덤 번호,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

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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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키 일련 번호는 인증키에 대한 순차적인 일련 번호이다.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메시지 인증 코드 관

련 파라미터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입력키는, 인증키를 가지고 도출되는데, 인증키가

동시에 두 개일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되는 인증키를 구별하기 위해서 인증키 일련 번호가 사용된다.

SAID는 SA의 식별자이다. SA는 트래픽 암호화 키뿐만 아니라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

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다. 또한, 하나의 SA는 하나 이상의 트래픽 연결(traffic connection)과 매핑될 수 있다.

랜덤 번호는 이 메시지의 되풀이 공격(Replay attack)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말과 상기 PKMv2 Key-

Request 메시지를 송신할 때 랜덤 번호를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하거나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하여, 상기 메시지에 포

함시킨다. 따라서 기지국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랜덤 번호의 값이 제1 형태 또는 제2 형태

의 값을 가지는지에 따라,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신한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되

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인 경우 폐기한다.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Key-Request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단말은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PKMv2 Key-

Request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해낸

다.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Key-Reply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Key-Reply 메시지는 위의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 따라 기지국이 해당 SAID에 대한 트래픽 암호화 키

를 생성하였을 경우, 이를 단말로 통보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일명, "트래픽 암호화 키 응답 메시지"라고 명명될 수 있다.

기지국은 소정 SAID에 해당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 요청 메시지인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단말로부터 수신하면,

상기 메시지에 포함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 CMAC-Digest나 HMAC-Digest를 가지고 상기 메시지에 대한 인

증 검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인증이 성공한 경우 해당 SAID에 대한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이를 PKMv2 Key-

Reply 메시지에 포함시켜 단말로 송신한다. 이 경우 단말이 PKMv2 Key-Reply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수신하게 되면 트래

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절차가 완료된다.

이러한 PKMv2 Key-Reply 메시지는 인증키 일련 번호, SAID,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TEK-Parameters),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GKEK-Parameters), 랜덤 번호,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

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인증키 일련 번호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리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

할 때 사용되는 키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키를 구별하는 번호이다. SAID는 SA의 식별자이며, 단말이 송신한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SAID와 동일한 값이다.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TEK-Parameters)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트래픽 암호화 키, 트래픽 암호화 키 일련번호, 트래픽 암호화 키 유효 시간, CBC-IV 그리고 관련 그룹 키 암호화 키

일련 번호(Associated GKEK Sequence Number)를 포함한다. PKMv2 Key-Reply 메시지에는 2개의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즉,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트래픽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와 다음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트래픽 암호

화 키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GKEK-Parameters)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 서비스

에 해당하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그룹 키 암호화 키(GKEK: Group

Key Encryption Key), 그룹 키 암호화 키 유효 시간, 그리고 그룹 키 암호화 키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PKMv2 Key-

Reply 메시지에는 2개의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 즉, 현재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

터와, 다음 유효 시간동안 사용될 그룹 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그룹키 암호화 키 관련 파라미

터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또는 MBS 서비스에 해당하는 SA를 정의할 때에만 포함된다.

랜덤 번호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메시지를 되풀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예를 들어 PKMv2 Key-

Reply 메시지 송신시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거나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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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랜덤 번호의 값이 제1 형태 또는 제2 형태의 값을 가지는지에 따라, 위

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신한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인

경우 폐기한다.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Key-Reply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

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PKMv2 Key-Reply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한다.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Key-Rejec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 테이블이다.

PKMv2 Key-Reject 메시지는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 따라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이 실패한 경우, 이를 단말로

통보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기지국은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메시지에 대한 인증 검증이 성공한 경

우, 단말이 요청한 해당 SAID에 대한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이 실패하면 단말로 PKMv2 Key-Reject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 경우 PKMv2 Key-Reject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단말은 기지국으로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다시 전송하

여 트래픽 암호화 키를 재요청하게 된다.

PKMv2 Key-Reject 메시지는 인증키 일련 번호, SAID, 에러 코드(Error Code), 표시 스트링(Display-String), 랜덤 번

호,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인증키 일련 번호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

할 때 사용되는 키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키를 구별하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이다. SAID는 SA의 식별자이며, 단말

이 송신한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 포함된 SAID와 동일한 값이다.

에러 코드는 기지국이 단말의 트래픽 암호화 키 요청에 대한 생성 실패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시 스트링은 단말의 트

래픽 암호화 키 요청에 대한 실패 이유를 스트링으로 나타낸 것이다.

랜덤 번호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메시지를 되풀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예를 들어 PKMv2 Key-

Reject 메시지 송신시 랜덤 번호는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거나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다.

단말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랜덤 번호의 값이 제1 형태 또는 제2 형태의 값을 가지는지에

따라,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신한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

시지인 경우 폐기한다.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Key-Reject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

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PKMv2 Key-Reject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해낸다.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하나 이상의 트래픽 암호화 키를 동적으로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SA-Addition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SA-Addition 메시지는 기지국이 하나 이상의 SA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단말에게 분배하고자 할 때, 단말로

송신하는 메시지이며, 일명 "SA 동적 추가 메시지"라고 명명될 수 있다. 즉,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트래픽 연결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해당 트래픽 연결에 대한 트래픽 암호화 기능을 지원할 때 이 메시지를 사용한다.

PKMv2 SA-Addition 메시지는 인증키 일련 번호, 하나 이상의 SA 디스크립터(SA-Descriptor), 랜덤 번호, 그리고 메시

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인증키 일련 번호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인증키에 대한 순차적인 일련 번호이다.

SA 디스크립터는 SA의 식별자인 SAID, SA의 유형을 알려주는 SA 타입, SA 타입이 동적 SA이거나 정적 SA인 경우에 정

의되며 SA의 트래픽 서비스를 형태를 알려주는 SA 서비스 타입, 그리고 해당 SA에서 사용될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암호 슈트를 포함한다. 이 SA 디스크립터는 기지국이 동적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SA의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정의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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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번호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PKMv2 SA-Addition 메시지를 되풀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예를

들어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거나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다. 단말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

였을 때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랜덤 번호의 값이 제1 형태 또는 제2 형태의 값을 가지는지에 따라,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신한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인 경우 폐기한다.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SA-Addition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PKMv2 SA-

Addition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해낸

다.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의 오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TEK-

Invalid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PKMv2 TEK-Invalid 메시지는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트래픽암호화 키가 적절하지 못할 때, 기지국이 단

말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시지이다. 일명 "트래픽 암호화 키 오류 통보 메시지"라고 명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효하지 못한 트래픽 암호화 키 일련 번호가 사용되었을 경우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트래픽 암호화 키가 사용된 경우, 기

지국이 이를 단말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PKMv2 TEK-Invalid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경우 PKMv2 TEK-Invalid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은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SAID에 해당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SA를 새로이 요청한다. 새로운 트래

픽 암호화 키를 요청하고 분배받기 위해서 단말과 기지국은 PKMv2 Key-Request 메시지와 PKMv2 Key-Reply 메시지

를 사용한다.

PKMv2 TEK-Invalid 메시지는 인증키 일련 번호, SAID, 에러 코드(Error Code), 표시 스트링(Display-String), 랜덤 번

호,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포함한다.

인증키 일련 번호는 인증키에 대한 순차적인 일련 번호이다. SAID는 SA의 식별자이다. 특히 유효하지 못한 트래픽 암호화

키에 속해 있던 SA의 식별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SAID가 포함되어 있으면, 단말과 기지국은 SAID에 해당하는 트래픽 암

호화 키를 새로이 생성하고 분배해야 한다.

에러 코드는 기지국이 단말의 트래픽 암호화 키 요청에 대한 생성 실패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시 스트링은 단말의 트

래픽 암호화 키 요청에 대한 실패 이유를 스트링으로 나타낸다.

랜덤 번호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PKMv2 TEK-Invalid 메시지를 되풀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예

를 들어 PKMv2 TEK-Invalid 메시지 송신시 제1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거나 제2 형태의 값으로 생성되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다. 단말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랜덤 번호의 값이 제1 형태 또는 제2 형태의 값을 가

지는지에 따라,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신한 메시지가 되풀이 공격을 당한 메시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되풀이 공격

을 당한 메시지인 경우 폐기한다.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CMAC-Digest 또는 HMAC-Digest)는 PKMv2 TEK-Invalid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기지국은 인증키를 토대로, 메시지 인증 코드 관련 파라미터를 제외한 PKMv2 TEK-

Invalid 메시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메시지 해쉬 함수에 적용시켜, CMAC-Digest 또는 HMAC-Digest를 생성해낸다.

다음에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는 메시지들을 토대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인증 후에, 단말(100)은 트래픽 데이터 보안을 위한 트래픽 암호화 키를 요청하는 키 요청 메시지인 PKMv2 Key-

Request 메시지를 기지국(200)으로 전송한다(S3000). 이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200)은 해당 메시지가 적법한 단말로

부터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 인증을 수행한다(S3100).

메시지 인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기지국(200)은 PKMv2 Key-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SA에 해당하는 트래픽 암

호화 키를 생성하고(S3200), 상기 트래픽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키 응답 메시지인 PKMv2 Key-Reply 메시지를 단말

(10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절차가 완료된다(S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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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계(S3100)에서, 메시지 인증이 실패한 경우에는 기지국은 수신한 PKMv2 Key-Request 메시지를 폐기 처리한

다. 또한 메시지 인증이 성공하였어도 단말이 요청한 트래픽 암호화 키에 해당하는 SAID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트래픽 암

호화 키 생성이 실패한 경우, 기지국(200)은 PKMv2 Key-Reject 메시지를 단말에게 전달하여 단말의 트래픽 암호화 키

요청을 거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말과 기지국은 트래픽 암호화 키를 공유하게 되며, 이와 같이 공유된 트래픽 암호화 키를 토대로

안정적인 트래픽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S3400).

한편,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동적으로 SA를 추가하는 절차가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지국(200)은 단말(100)에게 한

개 이상의 SA를 추가하기 위해 PKMv2 SA-Addition 메시지를 전송한다. PKMv2 SA-Addition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

(100)은 상기 수신한 메시지에 대한 인증이 성공적이고 상기 메시지를 제대로 수신하게 된 경우에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이에 따라 단말에 대한 SA가 동적으로 추가된다.

또한 기지국은 유효하지 못한 트래픽 암호화 키 사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지국(200)은 해당 SA

의 적절치 못한 트래픽 암호화 키 사용을 통보하기 위해 PKMv2 TEK-Invalid 메시지를 단말(100)로 전송한다. 단말(100)

은 수신된 PKMv2 TEK-Invalid 메시지에 대한 인증이 성공적이고, 상기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한 경우, 상기 절차를

완료하고 기지국(200)으로 새로운 트래픽 암호화 키에 대한 생성 및 분배를 요청한다.

위에 기술된 인증 방법과, 관련된 키(인증키, 트래픽 암호화키 등)들을 생성 방법들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저장되는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기록 매체로는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

의 기록 장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HDD, 메모리,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등이 있으며, 또한 캐

리어 웨이브(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위에 기술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제1 및 제2 실시 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제공된다.

첫째, RSA 기반 인증 방식, EAP 기반 인증 방식 그리고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수

행하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인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인증시에,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교환되는 주요 파라미터들을 전달하는 인증 관련 메시지에 대한 인증 기능을 추가

함으로써,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하는 보안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된다.

셋째, 선택적인 다양한 조합의 인증 방법을 통해 단말 및 기지국에 대한 장치 인증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인증 기능을 수행

하고, 인증키를 생성하거나 인증키 및 보안 관련 파라미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SA-TEK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수

행하는 다중 계층적인 인증 절차를 정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PKMv2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인증키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SA-TEK 절차 중에서 단말과 기지국이 서로 랜덤하게 생성하여 상대 노드로 전달하는

랜덤값(Random number)들을 사용하지 않는 실시 예(제1 실시 예), 이와는 반대로 랜덤값들을 사용하는 실시 예(제2 실

시 예)를 각각 구현함으로써, 서비스 사업자의 인증 정책에 따라 인증키 생성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RSA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단말과 기지국이 공유하는 PAK와, EAP 기반 인증 절차를 통해 양 노드가 공유할 수

도 있는 PMK를 인증키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이들을 동일하게 입력키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

적인 인증키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인증키 유효 시간을 인증 정책에 의해 정의되는 PAK 유효 시간 또는 PMK 유효 시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

간을 선택함으로써, 인증키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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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정책에 있어서,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에 포함된 메시지에 대한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파라미터(HMAC-Digest 또는 CMAC-Digest)를 생성하는데 사용하

는 키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다.

여덟째, 트래픽 암호화 키를 생성 및 분배하는 절차에 있어서, 해당 절차의 관련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인증 기능을 추가하

여,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신뢰성이 있는 유효한 트래픽 암호화 키를 공유할 수 있다.

아홉째, 동적으로 SA를 추가하는 절차에 있어서, 해당 절차의 관련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인증 기능을 추가하여, 기지국으

로부터 신뢰성이 있는 SA를 추가할 수 있다.

열번째, 상향링크 트래픽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트래픽 암호화 키가 적절하지 못함을 기지국이 단말에게 통보하

는 절차에 있어서, 해당 절차의 관련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인증 기능을 추가하여, 신뢰성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적절

치 못한 트래픽 암호화 키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RSA-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RSA-Reply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

타낸 테이블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RSA-Rejec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방식에 사용되는 PKMv2 RSA-Acknowledgement 메시지의 내부 파라

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방식에서 사용되는 PKMv2 EAP-Transfer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

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인증된 EAP 기반 인증 방식에서 사용되는 PKMv2 Authenticated-EAP-Transfer 메시

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A-TEK 절차 중에 사용되는 PKMv2 SA-TEK-Challenge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

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A-TEK 절차에 사용되는 PKMv2 SA-TEK-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A-TEK 절차에 사용되는 PKMv2 SA-TEK-Response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

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

내는 흐름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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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

내는 흐름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서,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의 흐름도이

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

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인증된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인증 방법의 흐름도이며, 특히 SA-TEK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

내는 흐름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EAP 기반 인증 절차만을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

낸 흐름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RSA 기반 인증 절차 수행 후 EAP 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

의 인증키 생성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 예에 따른 EIK를 가지고 메시지 인증을 위한 HMAC 키 또는 CMAC 키를 생성하는 방

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Key-

Reques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Key-Reply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Key-Reject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 테이블이다.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하나 이상의 트래픽 암호화 키를 동적으로 생성 및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

지 중, PKMv2 SA-Addition 메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오류 통보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중, PKMv2 TEK-Invalid 메

시지의 내부 파라미터 구조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트래픽 암호화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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