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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chine to Machine (M2M) 통신은 수 많은 장비들이 우리 주변환경의 정보를 감지하여 상호간에 주

고받는 방법을 활용한다.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는 이러한 M2M 통신을 활용하여 유

비쿼터스 환경과 자가인식형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의 통신인 3GPP M2M 통신의 시스템 구조, 특징들과 이에 한 3GPP의 연구방향 등에 한 튜토

리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해 작성되었다. 특히 M2M 통신에서의 특징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서의 보안상 과 이에 처하기 한 요구사항들에 해서 강조하 다. 이러한 보안상 을 제거

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한 그룹 기반의 최 화된 인

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룹을 기반으로 bilinear pairing을 사용하여 인증을 진행하며, 
통신 딜 이를 이고 네트워크의 심 장비에 과부하를 이기 해 HSS(Home Subscriber Server)의 

참여를 제한한 인증  키 동의 로토콜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연산  통신 오버헤드를 분석한다.

1. 서론

   사람의 제어나 여 없이 디바이스 스스로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고 서로 간의 통신을 통해 정보 공유가 가능

한 통신을 M2M(Machine to Machine)이라 한다. 즉, 디바

이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수집한 정보를 공

유하는 개념  기술을 M2M 통신이라고 한다[1].

  M2M 통신은 H2H(Human to Human)통신과 비교하여 

이종간(Heterogeneous) 많은 수의 디바이스, 낮은 주기의 

트래픽 패턴, 속의 이동성 지원, 다양한 서비스 지원,  

력 디바이스를 한 향상된 력 리 기법 [1]등의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2M 통신을 3GPP에 용하는 

방안은 아직 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2][3][4][5][6].

  한 많은 수의 디바이스가 가지는 특징을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룹 기반 최 화와 보안 련 부분에 

한 표 화 진행사항 역시 아직 기 단계이다. [7]에서는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에서 데이터율

(data rate)은 빨라졌고 코어 시스템 구조도 폭 변경하

지만, 통신지연(communication delay)은 기존에 비해 크

게 향상되지 않아 아직도 문제 으로 남아 있음을 지 하

다. 에서 지 한 문제 들로 인하여 HSS(Home 

Subscriber Server)는 많은 인증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한 처리지연(processing 

delay)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많은 디바이스를 그룹 단

로 인증할 수 있는 그룹 기반 AKA(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가 필요하고, 통신 지연을 이기 한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디바이스가 많을 경우 인증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단일 디바이스 별로 인증과정

을 진행하지 않는 그룹 기반 AKA를 수행하고, 통신 지연

을 이기 해 AKA 과정에서 HSS가 참여하지 않는 방

법을 제안한다. 

2. 기존 M2M 통신 구조

   M2M 환경에서 다수의 디바이스의 인증요청으로 인한 

HSS의 오버헤드를 이고 체 인증과정을 간략화 하기 

해 Chen et al.은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환경에서의 그룹 기반 

AKA를 제안하 고[8], Han et al.은 LTE-A 기반의 

M2M 환경에서의 그룹 기반 AKA를 제안하 다[9]. [8][9]

에서는 디바이스의 리더만 기 AKA 과정 체를 진행

하여 그룹을 인증 받고, 나머지 멤버들은 간소화된 인증과

정을 거치도록 하 다. 

  Han et al.의 구조는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가 HSS로부터 그룹 맴버들의 값을 미리 장함으

로써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의 인증과정에 HSS의 

참여를 없앴다. 한 MME가 각 멤버에게 보내는 인증토

큰을 하나만 생성하여 로드캐스트 채 로 송하도록 

함으로써 MME의 통신 오버헤드를 다. 하지만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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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기법

et al.의 구조는 리더의 인증을 해 아직 HSS의 참여를 

필요로 함으로 인해 MME-HSS간 통신지연만큼 기다려야 

하는 단 이 있다. 한 그룹 맴버의 인증에 HSS가 필요

치 않게 하 지만, M2M 환경에서 많은 노드들이 지속

으로 인증을 요청함으로 인해 생기는 HSS의 오버헤드를 

일 필요가 있다.

  AKA 과정에서 HSS의 참여를 완 히 없애기 한 방

법으로 록시 시그니처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Mambo 

et al.은 기존 시그 을 신하여 지정된 시그 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록시 시그니처 기법을 제안하 다

[10]. 록시 시그니처 기법은 기존 시그 의 참여를 없앨 

수 있는 강력한 기법이지만 RSA와 같은 비 칭 암호는 

모듈러 지수승(exponentiation)을 사용하므로 AES와 같은 

칭 암호화를 사용하는 기존 기법들에 비해 연산비용이 

크다는 단 이 있다. Boneh et al.은 비교  연산비용이 

은 타원 곡선을 기반으로 하는 bilinear pairing을 사용

하여 시그니처를 생성하는 BLS 시그니처 구조를 제안하

다[11]. He et al.은 BLS 구조를 응용하여 MN과 AP가 

인증서버의 도움 없이 상호인증  키생성을 하는 로토

콜을 제안하 다[12].

3. 제안기법

  에서 언 한 bilinear pairing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  

연산비용 증가를 최소화 하면서 HSS의 AKA 참여를 제

한하여 체 인 인증 과정의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Han et al.’s 구조처럼 그룹기반 AKA 

이다. 여기서 리더는 고정 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리더가 통신 불능 상태에 있거나 악의 인 공격자에 

의해 물리 인 공격을 받은 경우 그룹 체에 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유동 으로 리더를 선출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13]. 본 논문에서는 그룹 멤버  가장 먼  

인증과정을 진행하는 디바이스를 MME가 리더로 인식하

여 체 로토콜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

  EPS-AKA(Evolved Packet Service-AKA) 과정과 같이 

MME가 인증을 [그림 1]의 (1)과 같이 요청하면 리더는 

메시지(M)와 시그니처(σ)를 (2)로 MME에게 송한다. 여

기서 M은 그룹 멤버들의 IMSI 값의 세트인 Ginfo, 본인

의 IMSI, 인증을 요청하는 MME의 SN-ID (IDMME), 그

리고 타임스탬 (ts1)으로 구성된다. σ은 (2)를 통해 보내

는 M값의 H2 해쉬값과 기에 HSS로부터 달 받은 그

룹의 개인키인 sH1(Ginfo)의 곱으로 구성된다. MME는 

리더로부터 송 받은 (2)에서 ts1을 우선 확인하여 리

이 여부를 검사한 후, 식(1)과 같이 서명값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그룹의 정당성을 검증한다.

   ∙  
  ∙     ∙  

식(1)

한 M에 들어있는 Ginfo를 통해 연산한 그룹의 공용키

와 자신의 개인키의 bilinear pairing 연산 값을 GMK로 

갖는다. MME는 GMK와 리더가 보낸 ts1, 그리고 재 

시각인 ts2를 사용하여 키유도 함수(KDF)로 인증토큰 

(ATUN) 값을 생성한다. 따라서, MME는 체 그룹의 인

증과정  단 한 개의 인증토큰을 생성하고, 이 값을 그룹 

멤버 모두에게 공통 으로 사용한다. MME는 생성한 인

증토큰과 타임스탬 들을 (3)에 담아 LTE의 물리하향채

(i.e., 로드캐스트 채  [BCH])을 이용하여 로드캐스

트한다. (3)을 받은 각 멤버는 ts2를 확인한 후,  group의 

개인키와 MME의 공용키를 사용하여 GMK*를 연산하고 

KDF를 사용하여 VER을 생성한 후 AUTN과 비교하여 

MME를 인증한다. 각 멤버는 자신의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를 ID로 갖는 개인키와 MME의 

공용키를 bilinear pairing 연산한 값에 ts1을 연결연산자

(concatenation)한 값과 GMK*를 인자로 GTKi*를 생성하

고 이를 이용하여 MME에게 보낼 응답(RESi*)을 생성한

다. 각 멤버는 최종 으로 생성한 RESi*와 IMSIi를 (4)에 

담아서 송한다. MME는 송된 IMSI 값을 통해 해당 

유 가 그룹의 멤버임을 확인하고, 식(2)와 같이 GTKi를 

생성하여 각 멤버가 보내온 RESi*와  RESi를 비교하여 

인증을 완료한다. 멤버마다 생성된 GTK는 기존 

EPS-AKA에서의 KASME의 역할을 하여 NAS  AS 

구간의 암호화와 무결성을 해 사용된다.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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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기법 분석

   4.1 보안성 분석

 상호인증(Mutual authentication) : MME는 리더가 

기에 보낸 서명 값에 포함된 HSS의 마스터키를 확인 

함으로써 그룹의 정당성을 인증 할 수 있고, 이후 인증을 

수행하는 멤버들이 같은 그룹의 멤버임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후 MME가 보내는 인증 토큰 값(AUTN)을 생성하

기 해서는 정당한 GMK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멤버는 MME가 보내는 인증 토큰 값을 확인함으로써 

MME를 인증할 수 있다. 한 MME는 각 멤버가 보내는 

RES 값을 확인함으로써 각 멤버를 인증할 수 있다.

 비 키 유도(Secure key derivation) : 악의 인 공격

자는 MME와 나눠 갖은 GMK와 GTK를 생성하려고 시

도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는 HSS의 마스터키 s를 알 

수 없으므로 각각의 개인키를 유도할 수 없고, GMK와 

GTK 역시 생성할 수 없다.

 재 송 공격 방어(Replay attack resistance) : 공격

자는 정당한 리더로 장하여 [그림 1]의 (2)와 (4)를 재

송 공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MME는 (1)에 포함된 ts1

을 확인함으로써 인증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 만일 공격자

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재 송 공격을 수행 하더라도 공

격자는 GMK와 GTK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공격이 불가

능 하다. 공격자는 정당한 MME로 장하여 (3)을 재 송

하는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MME가 보내는 인

증토큰에는 리더가 선택한 ts1과 MME가 (3)을 송 할 

때의 ts2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재 송 공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공격을 수행 하

더라도 키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공격이 불가능 하다.

 내부공격(Inside attack) : 공격자는 그룹의 멤버  

하나의 디바이스를 탈취하여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공격

자는 해당그룹과 MME 사이의 GMK는 얻어낼 수 있지

만, GTK는 디바이스 고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생성하므

로 다른 멤버의 GTK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공격자가 하

나의 디바이스를 탈취하여 내부공격을 시도하더라도 그 

피해범 는 탈취한 디바이스로 제한된다.

4.2 성능 분석

  제안하는 로토콜의 성능을 기존의 EPS-AKA, Han 

et al.’s G-AKA와 연산과 통신 오버헤드 측면에서 비교하

여 제안하는 로토콜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통신 오버헤드

  [표 1]은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그룹에 속한 디바이스가 

n일 때, 필요한 통신 횟수를 나타낸다. 간략화를 하여  

UE-MME 구간의 메시지 송 비용과 MME-HSS 구간

의 메시지 송 비용의 기 값을 각각 α와 β로 표 하

다. 일반 으로 α에 비해 β가 충분히 크므로 제안하는 

로토콜의 통신 오버헤드가 충분히 작다.

  더욱이 n의 수가 증가하면 EPS-AKA의 경우 HSS에 

걸리는 통신 오버헤드가 커져서 체 인증 기시간이 증

통신 오버헤드

EPS-AKA 4nα +   2nβ

Han et al.’s G-AKA (2n + 2)α + 2β

제안기법 (n + 3)α

[표 1] 통신 오버헤드 비교

암호학  연산
(MME & HSS)

암호학  연산
(UE)

EPS-AKA 6n KDF 6 KDF

Han et al.’s 
G-AKA

(2n+2) KDF 4 KDF

제안기법
1 ECSM + (n+3) pairing 

+ (2n+1) KDF
2 pairing + 3 KDF

(+ 1 ECSM)

[표 2] 연산 오버헤드 비교

가할 것을 상할 수 있는 반면 제안하는 로토콜은 

HSS가 인증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HSS의 부담을 크

게 여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Han et al.’s 

G-AKA의 경우 n이 증가하여도 HSS와의 통신은 한번만 

수행하지만, HSS가 모든 멤버의 IMSI와 SQN을 송해 

주어야 하므로 제안하는 로토콜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연산 오버헤드

  [표 2]는 인증과정에서 코어 유닛(MME and HSS)과 

UE에게 각각 요구되는 연산 오버헤드를 암호학  연산의 

단 로 나타내고 있다. 제안하는 로토콜에서 그룹 멤버

의 수가 n이라 할 때, MME는 1회의 타원곡선 스칼라 곱

셈(ECSM), n+3회의 bilinear pairing, 그리고 2n+1회의 

KDF 연산이 필요하다. 한 UE의 경우 2회의 paring과 3

회의 KDF 연산이 필요하며, 리더의 경우에는 1회의 

ECSM이 추가로 필요하다. 

 각각의 암호학  연산에 해 최 화가 잘 된 유명한 암

호학  연산을 사용하여 각 로토콜을 수행하는데 걸리

는 시간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ECSM 연산은 MIRACL 

라이 러리를 사용하 으며, Bilinear 연산은 PBC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여기서 160bits를 order로 갖고 

embedding degree k = 6인 MNT 커 를 사용하 다. 이 

커 에서 elements in Zq*, G and GT는 160, 161, 960 bit

로 표 되었다. KDF는 [14]에 따라 HMAC with 

SHA-256으로 간주하고 Crypto++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테스트베드는 우분투 12.10 (linux kernel 3.5.0-17) 환경

에서 intel core 2 Duo Processor E6300 (2M Cache, 1.86 

GHz, 1066 MHz FSB)와 2GB Random Access Memory 

(RAM)을 사용하 으며, 연산 오버헤드는 [표 3]과 같다.

  테스트 환경에서 코어 유닛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한 

인증과정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연산 시간은 5.488ms와 같

으며, 디바이스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걸리는 시간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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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AC with SHA-256 ECSM Bilinear pairing

0.166 ms 0.454 ms 1.134 ms

[표 3] 암호학  연산 시간

연산 시간
(n = 1)

연산 시간
(n = 10)

연산 시간
(n = 100)

EPS-AKA 0.996 ms 9.96 ms 99.6 ms

Han et al.’s
G-AKA

0.664 ms 3.652 ms 33.532 ms

제안기법 5.488 ms 18.682 ms 150.622 ms

[표 4] 각 AKA 로토콜의 연산 시간

  체 인 성능을 평가 하 을 때, 제안하는 로토콜은 

연산비용이 비교  높게 측정 되지만, 코어 유닛의 경우 

테스트베드 보다 월등히 강력한 성능을 가진 머신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통신지연의  수치는 더욱 어들 것

이다. 반면 제안하는 로토콜이 코어 유닛간의 통신을 수

행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통신지연은 이기 쉽지 않으므

로 체 인증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3 핸드오버 고려사항

  EPS-AKA는 기본 으로 여러 개의 AV를 HSS로부터 

받아 올 수 있고, 핸드오버가 발생한 경우 매번 HSS에게 

인증  AV를 요청하지 않고 장되어 있는 AV를 활용

하여 핸드오버 지연을 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핸드오버가 빈번한 경우 AV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는 

제안한 로토콜의 장 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상할 

수 있다. 하지만 LTE-Advanced에서는 강화된 키 체계( 

hierarchy)로 인해 KASME  KeNB의 재사용이 가능하

므로, 표 에서도 AV를 1개만 생성해서 MME에게 보내

기를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로토콜은 AV 메

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지만 키 재사용 메커니즘을 사용하

면, 핸드오버가 빈번한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충분히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M2M환경에서 많은 디바이스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EPS-AKA는 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HSS의 오버헤

드가 심각할 것임을 지 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록시 구조를 사용한 그룹기반 AKA를 제안하 다. 제안한 

로토콜은 보안상 안 하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충분히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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