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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의 개입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는 다

수의 ME(Mobile Equipment)들과의 인증 시그 에 의해 상당한 부하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은 

non-3GPP 네트워크에서 MTC를 한 그룹 기반의 EAP-AKA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로토

콜은 기존 3GPP EAP-AKA 인증 구조에서 큰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동시에 같은 수 의 안 성을 제

공한다. 한, 기존 3GPP EAP-AKA보다 낮은 통신 비용, 연산 지연을 제공한다.   

1. 서론

  LTE(Long Term Evolution) 기반의 4세  통신 기술 

표 화 활동을 진행한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사물의 이동성, 범 한 서비스 

지역, 네트워크의 유지보수의 용이성, 데이터 송의 신뢰

성, 서비스의 품질 보장 등 다양한 장 을 가지고 있는 사

물간의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MTC(Machie Type 

Communication)를 정의하고 2008년부터 본격 인 표 화 

작업을 진행하 다[1].

   LTE에서 3GPP는 연동 가능한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iMAX(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와 같은 non-3GPP 네트워크를 정의

하 다[2]. 이는 LTE없이도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는 공

망 리, 스마트 미터링과 같은 MTC 응용 분야에 엑세스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MTC 환경에서 

ME(Mobile Equipment)는 기존 H2H(Human-to-Human) 

환경의 ME보다 1000배 이상의 ME가 존재할 것으로 상

되므로 인증 시그 에 의한 상당한 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따라서, non-3GPP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ME

들로 인한 부하를 일 수 있는 새로운 인증 로토콜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non-3GPP에서 MTC 환경에 존재하는 ME

들의 인증 시그 을 일 수 있는 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그룹 기반의 

인증 차에 해 기존 로토콜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MTC 환경에서 그룹 기반의 EAP-AKA 인증 차를 제

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 로토콜을 보안 측면과 성능 측

면에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최근에, 그룹 기반의 인증 로토콜들이 다수 제안되

었다 [4]-[7]. Zhang 등은 홈 도메인에서 방문 도메인으로 

로 하는 MTC 그룹들을 인증하는 로토콜을 제안하

다[4]. 하지만, 이 로토콜은 핸드오버를 해 제안되었기 

때문에 홈 도메인에서만 발생되는 EAP-AKA에 용하기

에는 체 인 시스템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Chen 등은 3

세  통신에서 그룹들과 코어망간의 인증 시그 을 일 

수 있는 로토콜을 제안하 다[5]. 하지만, 비 신뢰 인 

non-3GPP 네트워크에 직 으로 용하기에는 몇몇의 

취약 이 존재한다.

   상 에 언 된 칭 암호화 방식 기반의 제안 로토

콜과 다르게, 비 칭 방식 기반의 타원곡선(eliptic curve)

을 사용한 제안 로토콜들이 소개되었다[6][7]. Huang 등

은 차량 네트워크에 차량들이 서로 다른 세션 키를 동시

에 맺기 한 로토콜을 제안하 고[6], Cao 등은 LTE

에서 MTC 그룹들을 동시에 인증하기 한 로토콜을 

제안하 다[7]. 그러나 비 칭 암호학 방식 기반은 코어망

의 재설계 문제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실

으로 용하기 어렵고, 3GPP 인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

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그룹 기반의 비 EAP-AKA 인증 기법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었지만, 추가 비용 없이 안정 인 3GPP 

EAP-AKA를 사용할 수 있는 그룹 기반의 인증 구조 도

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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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on-3GPP 엑세스 네트워크 아키텍쳐 

표기 정의
IMSI 가입자 ME의 개별 식별번호

IMGI 가입자 ME의 그룹 식별번호

RAND 난수값

GInfo 그룹 정보

AUTN 인증 토큰

RES, XRES 기 값

AV 인증 벡터

f1 ~  f5 일방향 해쉬 함수

|| 두 개의 비트열 연쇄

GK 그룹 키

GMK 그룹 마스터 키

LTE K 보안 키

IK, CK 무결성 키, 암호화 키

SQN 연속 으로 증가하는 수

KDF 키 생성 해쉬 함수

SK AAA 서버와 ME 사이의 세션 키

<표 1> 제안 로토콜의 표기법 정의

그룹 식별자 그룹 키 개별 식별자 보안 키
IMGI1 GK1 IMSI1 LTE K1

IMSI2 LTE K2

... ...

IMGI2 GK2 IMSIn LTE Kn

... ... ... ...

IMGIn GKn IMSIn+1 LKE Kn+1

... ...

<표 2> HSS에 장된 그룹 리를 한 그룹 테이블

(그림 2) MTC에서 그룹 기반의 EAP-AKA 인증 차 

3. Non-3GPP 엑세스 네트워크 아키텍쳐

   그림 1은 3GPP 표 에서 제안한 Non-3GPP 엑세스 

네트워크 아키텍쳐를 보여 다. 아키텍쳐는 ME 도메인, 

non-3GPP 네트워크 도메인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 도메인 

등 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된다. 

   ME는 가입자 정보와 네트워크에 근하기 한 몇몇

의 암호학 키를 장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탑재하며, 인증 시그  는 유  데

이터를 non-3GPP 네트워크로 송한다.

  3GPP는 Non-3GPP 네트워크를 보안 벨에 따라 

untrusted non-3GPP와 trusted non-3GPP로 구분한다[8]. 

를 들어, ME가 WiBro에 속하기 해서는 기지국과

의 인증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증 후 송되는 트래픽

은 모두 암호화  무결성 보호가 되므로 trust 

non-3GPP로 정의된다. 반면에 Wi-Fi에 속하기 해서 

무인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구간의 암호화  무결성 

보호를 하지 못하므로 untrust non-3GPP로 정의된다.  

   코어 네트워크에서 ePDG(Evolved Packet Data 

Gateway)와 AAA 서버(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Server)는 각각 유  데이터와 인증 시그 을 

책임진다. ePDG는 유 데이터를 P-GW(Packet Data 

Network Gateway)로 보내고, P-GW는 ME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네트워크로 최종 으로 달한다. 

AAA 서버가 달하는 인증 시그 은 HSS(Home 

Subscriber Server)로 달한다. HSS는 가입자 정보가 

장되어 있으며, 암호학 연산을 통해 ME를 인증하는데 필

요한 정보를 생성하여 AAA 서버에 달한다. 이때, ME

와 AAA 서버간에는 EAP-AKA(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차를 이용하여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4. 제안 로토콜

   본 에서는 제안하는 로토콜을 설명한다. 다수의 

ME들이 존재하는  MTC  환경에서 그룹 기반의 

EAP-AKA 차를 수행하기 해서 제안 로토콜은 

3GPP에서 정의한 USIM기반의 EAP-AKA[3] 인증 차 

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설계되었다. 제안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라미터들을 표 1에 정의하 다. 

   먼 , HSS 서버는 ME들을 그룹 단 로 리하기 

해 표 1과 같은 그룹 테이블을 구성하여 장한다. 테이블

은 그룹 식별자, 그룹 키, 개별 식별자, 보안 키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IMGI(International Mobile Group 

Identity) 마다 유일한 GK(Group Key)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IMGI에 속하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는 다수가 존재할 수 있다. 한, 각 

IMSI마다 서로 다른 LTE K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2는 제안 로토콜인 MTC를 한 그룹 기반의 

EAP-AKA 인증 차를 보여 다. 그룹 내에서 최 로 

인증 요청을 시도하는 ME는 <MSI, IMGI> 메시지를 보

내게 되고, 단계 4를 거쳐 AAA 서버에게 달된다.  

   단계 5에서 AAA 서버는 HSS 서버에게 ME의 메시지

를 달하고, HSS 서버는 IMSI와 IMGI를 통해 그룹 테

이블에서 GK와 그룹내에 속한 모든 ME의 LTE K를 읽

어들인다. 그리고 나서, HSS 서버는 재 ME와 ME가 

속한 그룹을 인증할 수 있는 라미터들을 생성하여 단계 

- 755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6에서 <RANDHSS, GInfo, GMK>를 AAA 서버에게 달

한다. HSS 서버와 AAA 서버간에 송되는 데이터는 

NDS(Network Domain Security)/IP(Internet Protocol) [9]

를 사용함으로써 안 하게 송된다.

   그룹 내의 나머지 ME들이 단계 3, 4를 거쳐 AAA 서

버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AAA 서버는 이 메시지에서 

IMGI를 읽어 IMGI에 해당되는 GMK가 존재하는지 확

인한다. 만약, GMK가 존재한다면 HSS 서버와의 통신 없

이 단계 7을 진행한다.

   단계 7에서 AAA 서버는 ME가 AAA 서버를 인증할 

수 있는 라미터인 AUTN을 생성하고, ME와의 안 한 

세션 키인 SK를 생성한다. 이후, AAA 서버는 난수값을 

생성하여 XRES를 생성 뒤, <RANDHSS, RANDAAA, 

AUTN> 메시지를 ME에게 보낸다. 나머지 ME에 해서

는 매번 새로운 RANDAAA를 생성한다.

   단계 9에서 먼 , ME는 GMK를 생성하고, AUTN에

서 MAC을 제외한 나머지 값과 XOR 연산을 통해 SQN

을 추출한다. SQN을 이용하여 MAC을 생성한 ME는 

AUTN에서 얻은 AAA 서버가 생성한 MAC과의 일치 여

부를 확인한다. AAA 서버를 성공 으로 인증했을 경우, 

AAA 서버와 공유된 SK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AAA 

서버가 ME를 인증할 수 있는 값인 RES를 생성하여 

AAA 서버로 보낸다.

   단계 12에서 AAA 서버는 단계 10, 11를 거쳐 달된 

ME의 메시지인 RES와 자신이 생성한 XRES를 비교하

여, ME를 인증할지를 결정한다. 성공 으로 인증되면 ME

에게 단계 13, 14를 거쳐 성공 메시지가 달되지만 실패

한다면 실패 메시지가 달된다.

5. 제안 기법 분석

   본 에서는 제안 기법에 해 보안 분석과 성능 분석

을 보여 다. 성능분석은 세부 으로 통신 비용, 연산 지

연 측면으로 나뉜다.

5.1 보안 분석

∙상호 인증과 키 동의

   ME와 AAA 서버는 시도-응답 메시지 교환을 통해 상

호 인증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정상 인 엔티티(entity)임

을 확인한다. AAA 서버는 ME로부터 <IMSI, IMGI> 를 

수신하게 되면 AAA 서버는 <RANDHSS, RANDAAA, 

AUTN>를 ME에게 달한다. ME는 AUTN에서 MAC을 

추출 후, 자신이 생성한 MAC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 

AAA 서버를 인증할 수 있다. 이후, AAA 서버는 ME로

부터 <RES>을 수신하면 자신이 생성한 XRES와 RES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 ME를 인증할 수 있다. 

   AAA 서버는 HSS 서버로부터 GMK와 모든 ME들의 

IK, CK를 받은 후 KDF  함수를 통해 모든 ME와 공유할 

서로 다른 SK를 생성한다. 한, 각 ME는 자체 으로 

GMK, IK, CK를 생성 후 KDF  함수를 통해 SK를 생성

한다. 따라서, AAA 서버와 모든 ME간에는 서로 다른 

의 세션 키 동의가 가능하다.

∙무결성(Integrity)

   그룹 기반의 인증 차는 그룹 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룹 내부에서 어떤 ME가 다른 ME와 동일한 SK를 생성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제안 로토콜은 그룹 키

를 인증 과정에서만 사용하고 SK는 각 ME마다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LTE K 없이는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룹 내부의 ME끼리는 동일한 SK를 생성할 수 없다. 따

라서, 제안 로토콜은 무결성을 보장한다.  

∙기 성(Confidentiality)

   인증 차가 성공 으로 완료되면, ME가 송하는 데

이터는 SK에 의해서 보호된 채 을 통해 안 하게 송

되기 때문에 기 성을 보장한다.

∙알려진 세션 련 공격

   공격자는 Non-3GPP 네트워크를 통해 ME 는 AAA 

서버로 장하여 둘 간의 SK를 얻기 해 시도할 수 있

다. 제안 로토콜은 GMK와 LTE K를 이용하여 SK를 

생성하게 되는데, GMK와 LTE K는 ME의 USIM과 

HSS 서버에 장되어 있으므로 공격자는 정상 인 GMK

와 LTE K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상 인 SK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제안 로토콜은 간자 공격에 강하다.   

∙재 사용 공격(Replay Attack)

   ME와 non-3GPP 네트워크 사이는 무선구간이기 때문

에 안 하지 않다. 따라서, 공격자는 그림 2의 단계 3, 8, 

10을 도청할 수 있다. 공격자가 오래된 <IMSI, IMGI> 

를 메시지를 재 사용한다고 할 때 AAA 서버는 새로운 

RANDAAA를 생성하기 때문에 오래된 <RES>를 재 사용

한다고 해도 공격자의 인증이 실패된다. 따라서, 제안 

로토콜은 재 사용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

5.2 성능 분석     

∙통신 비용

   제안 로토콜과 3GPP EAP-AKA에서 사용되는 암호

학 라미터들의 크기를 이용하여 인증 차에 소요되는 

통신 비용에 해 분석한다.

   표 3은 제안 로토콜과 3GPP EAP-AKA에 사용되는 

암호학 라미터들의 크기를 보여주고, 암호학 라미터들

의 크기는 [10]의 기 에 따른다. 

   표 4는 표 3에서의 암호학 라미터들의 크기를 이용

하여 제안 로토콜과 3GPP EAP-AKA의 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신 비용을 단계별로 비교하여 보여 다. 제안 

로토콜과 3GPP EAP-AKA에서 같이 통신 비용이 소

요되는 단계는 제외하 다. 단계 5, 6에서 3GPP 

EAP-AKA는 n개 ME들에게 모두 서로 다른 메시지를 

달해야 되므로 AAA 서버와 HSS 서버간에 n배의 통신 

비용을 소모하지만 제안 로토콜은 처음 ME를 제외하고 

HSS에게 달되는 메시지가 없다. 따라서, 제안 로토콜

은 3GPP EAP-AKA보다 낮은 통신 비용을 소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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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 암호학 라미터 크기

제안 

로토콜

SQN 48

MAC 64

LTE K, RAND, CK, IK, GK IMSI, 

IMGI, RES, XRES, GMK
128

AUTN 192

SK 256

3GPP 

EAP-AKA

KSIASME 32

AK, SQN 48

MAC 64

LTE K, RAND,CK, IK, AUTN, 

IMSI, RES, XRES
128

KASME 256

<표 3> 제안 로토콜과 3GPP EAP-AKA에서 

사용되는 암호학 라미터들의 크기 (단 : bit) 

암호학 연산 ME 코어 네트워크

난수 256비트 0.140 0.045

해쉬 함수

(HMAC-SHA-256)
2.132 0.166

XOR 연산 0.027 0.002

<표 5> 암호학 연산의 경과시간 (단 : ms) 

로토콜 3,4 5 6 7,8 총 합

제안 

로토콜
256n 256 704 448n 704n+960

3GPP 

EAP-AKA
128n 128n 640n 288n 1184n

<표 4> 인증 차에 소요되는 통신 비용 비교 

로토콜 암호학 연산 총 연산지연

제안 

로토콜

ME 6H+1X 12.819

코어 

네트워크 

(3H+1R+1X)n

+3H+1R
0.545n+0.543

3GPP 

EAP-AKA

ME 6H+1X 12.819

코어 

네트워크
(6H+1R+1X)n 1.043n

<표 6> 총 연산지연 비교 (단 : ms) 

∙연산 지연

   제안 로토콜과 3GPP EAP-AKA에 소요되는 암호학 

연산 지연을 측정 후 비교 분석한다. 암호학 연산의 경과 

시간을 측정하기 한 기본 인 환경은 Intel Core Duo 

1.86GHz와 2GB의 랜덤 엑세스 메모리안에 설치된 

Ubuntu 11.10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서버상에서 암호학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 네트워크와 달리 ME는 USIM내에

서 암호학 연산을 수행하므로 코어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C++ 기반의 Crypto++ 5.6.1 라이 러리[11]을 이용하고, 

ME 측면에서는 Java Card development kit 2.2.2 [12]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표 5는 ME와 코어 네트워크 측면을 분리하여 각각의 

암호학 연산의 경과시간을 측정하 고, 표 6은 표 5에서 

측정된 암호학 연산의 경과시간을 이용하여 제안 로토

콜과 3GPP EAP-AKA의 연산 지연을 보여 다. 3GPP 

EAP-AKA에서 HSS 서버는 n개 ME들에 한 암호학 

연산을 n번 진행하는 반면, 제안 로토콜에서 HSS 서버

는 1번의 암호학 연산만 진행하면 되므로 3GPP 

EAP-AKA보다 은 연산지연을 보여 다.

6. 결론   

   non-3GPP 네트워크에서 인증을 한 로토콜인 

3GPP EAP-AKA는 MTC 환경에서는 상당한 복잡성을 

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non-3GPP 네트워크에서 

MTC를 한 그룹 기반의 EAP-AKA 인증 방법을 제안

하 다. 

제안 로토콜은 기존 3GPP EAP-AKA 인증 구조에서 

큰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동시에 같은 수 의 안 성을 

제공한다. 한, 기존 3GPP EAP-AKA보다 낮은 통신 비

용, 연산 지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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