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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곡선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종단간
MQTT 보안 프로토콜

End-to-end MQTT security protocol using
elliptic curve cryptography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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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인터넷 장치들을 상호 연결하여 보다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이 확산되고 있으
며, 사물인터넷의 대표적 통신 프로토콜로 TCP 기반의 MQTT가 사용되고 있다. MQTT 기반의 IoT 장치 간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TCP의 경우 TLS/SSL 보안 프로토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저사양/저용량 IoT 장치에 적용할 경우 
암복호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초래된다. 본 논문에서는 MQTT 프로토콜로 연결된 IoT 장치 간에 경량화 암호 알고리즘
인 타원곡선암호를 적용한 종단간 메시지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하며, TLS/SSL과 제안 프로토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프로토콜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측에서 성능이 향상됨을 검증하였다.

Abstract  Internet of Things (IoT) is proliferating to provide more intelligent services by interconnecting
various Internet devices, and TCP based MQTT is being used as a standard communication protocol of
the IoT. Although it is recommended to use TLS/SSL security protocol for TCP with MQTT-based IoT
devices, encryption and decryption performance degenerates when applied to low-specification / 
low-capacity IoT de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nd-to-end message security protocol using 
elliptic curve cryptosystem, a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which improves performance on both 
sides of the client and server, based on the simulation of TLS/SSL and the propose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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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IoT)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 상호 연결하여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구축된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람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숙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 및 개방형 기술

이다[1]. 초연결 네트워크를 근간으로하는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의료, 스마트팜과 스마트 
팩토리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2][3], 
Gartner에 의하면 2017년 전세계에 84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2020년에는 204억 개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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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인터넷 연결 장치 대비 낮은 사양과 저전력
으로 운영되는 사물인터넷 환경은 연결 장치에 내재된 
취약점과 장치 간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전송으로 인
하여, 데이터의 유출 및 변조 등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5], CCTV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다리
미와 전기주전자에 대한 해킹 사고 등 사물인터넷 장치
와 관련된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6]. 
이러한 사물인터넷 환경 취약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데이터 암호화, 출시 전 보안 진단 그리
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7][8].

사물인터넷 환경의 데이터 암호화 방안으로, 저사양/
저용량의 장치 특성을 고려하여 UDP 기반의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TCP 기반의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등
의 경량화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 기
술로는 CoAP의 경우 DTLS(Datagram Transport 
Layer Security), MQTT의 경우 TLS(Transport Layer 
Security)/SSL(Security Socket Layer) 적용을 권고하
고 있다[9]. TCP 기반 데이터 암호화 방안인 TLS/SSL는 
일반인 인터넷 연결 장치의 데이터 암호화에 적합하지만
[10], 사물인터넷 장치에 적용할 경우 암호 데이터 처리
로 인한 성능 저하가 필연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으로 경량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메시지 암호화, 메시
지 전체를 암호화하는 TLS/SSL과 달리 메시지 중 페이
로드만을 암호화하는 종단간 암호화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11][12][13][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장치의 성능적 제한
을 고려하여,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증서를 
생성하고, 메시지 통신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간에 
ECDH 키 교환 절차를 통해 생성된 비밀키 기반으로 
MQTT 메시지 중 페이로드에 한하여 암복호화하므로써 
전송 데이터의 암호 처리 성능이 향상된 종단간 메시지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타원곡선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종단간 보
안 프로토콜과 TLS/SSL 프로토콜 간의 성능 측정 및 비
교를 위하여, 평문 전송의 프로토콜, 암호문 전송의 
TLS/SSL 프로토콜 그리고 제안한 보안 프로토콜을 포함
하는 3종의 절차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현한 후, 모델별 
성능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보안 프로토콜의 사
용 타당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제1장의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사물인터넷 프로토콜인 MQTT, 

경량의 타원곡선 암호 기술, MQTT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종단간 보안 프로토콜과 시
뮬레이션 모델을 각각 제안하고, 제4장에서 시뮬레이션 
환경과 측정 결과에 대하여 정리하고 , 제5장은 본 논문
의 결론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와 향후 연구 방
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1. 사물인터넷 프로토콜 MQTT
MQTT는 OASIS(Open standards. Open source.)

에 의해 2013년에 사물인터넷 표준 메시지 전송 프로토
콜로 지정되었고 2016년도에 ISO 표준(ISO/IEC PRF 
20922)으로 채택된 TCP 기반의 경량 메시지 전송 프로
토콜이다[15].

MQTT는 publisher/subscriber 기능을 수행하는 클
라이언트와 publisher와 subscriber 사이에서 메시지를 
중개해주는 브로커/서버로 구성되며, publisher와 
subscriber 그리고 브로커 간의 MQTT 통신 절차는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MQTT 통신 절차
Fig. 1. MQTT communication procedure

MQTT 메시지는 publisher/subscriber 간에 사전 
공유된 토픽을 이용하여 브로커를 경유하여 publisher/ 
subscriber 간에 송수신되며, publisher는 subscriber
에 전송하는 메시지의 신뢰수준을 QoS(Quality of 
Servce) 레벨로 설정할 수 있으며, 0 레벨은 At most 
once, 1 레벨은 At least once, 2 레벨은 Exactly 
once를 의미한다. publisher로부터 publish 메시지를 
수신한 브로커는 설정된 레벨을 확인한 후 subscriber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며, subscriber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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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한 QoS 레벨을 브로커에 등록할 수 있다.
MQTT 메시지 중에서 publish 메시지는 메시지의 형

식을 지정하는 고정 헤더, 토픽의 이름과 길이를 지정하
는 가변 헤더 그리고 페이로드로 구성되고, subscribe 
메시지는 형식 지정 고정 헤더, 토픽의 이름과 길이 지정 
헤더 그리고 필요한 QoS 레벨을 포함하는 페이로드로 
구성된다. MQTT publish와 subscribe 메시지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MQTT publish와 subscribe 메시지 구조
Fig. 2. MQTT publish and subscribe message format

MQTT에서 장치간 평문 통신의 경우 메시지는 포트 
번호 1883번을 사용하면서 mqtt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브로커를 경유해서 publisher/subscriber 간에 송수신
되고, TLS/SSL을 사용하는 암호 통신의 경우 포트번호 
8883번을 사용하면서 secure-mqtt 프로토콜을 지원하
는 브로커로 전송된다. 암호 통신의 경우 전송할 평문 메
시지는 secure-mqtt 내부에서 암호화 후 송신되며, 암
호화된 메시지를 수신한 secure-mqtt 프로토콜은 암호
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한 후 평문 메시지를 전송한다.

메시지 암복호화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연결할 브로커
의 호스트 주소 값과 연결 포트 번호를 적절하게 선택하
여야 한다. 평문 통신과 암호화 통신 모두 가능한 MQTT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MQTT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구성도
Fig. 3. MQTT network-based system configuration 

2. 경량의 타원곡선 암호 기술
타원곡선암호 알고리즘은 이산대수에서 사용하는 유

한체의 곱셈군을 타원곡선군으로 대치한 암호체계로써, 
RSA 암호체계에 비하여 1/10 수준의 키 길이로 대등한 
보안 수준을 제공한다. 타원곡선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 
시스템에서, 통신에 참여할 클라이언트는 먼저 공개키를 
생성하고, 통신에 참여할 클라이언트 간에 공유한 후 
ECDH(Elliptic Curve Diffie-Hellman)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각각 비밀키를 생성하고, 생성한 비밀키를 이용하
여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송신하고, 수신 후 복호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16]. MQTT 메시지 전체를 암호화하
는 TLS/SSL 암호 대신 경량화된 타원곡선암호 알고리즘
을 메시지 중 페이로드에 한하여 적용할 경우 클라이언
트 및 서버의 처리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
라 자원 사용량도 경감시킬 수 있다.

3. MQTT 지원 소프트웨어
MQTT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공개 소프트웨

어 형태로 입수 가능하며, 대표적인 브로커/서버 프로그
램으로 Eclipse mosquitto, HiveMQ 등이 있고, 클라
이언트(publisher/subscriber) 프로그램 개발용으로 자
바, 파이썬 등 다수 언어를 지원하는 Eclipse Paho 클라
이언트 라이브러리[17]와 HiveMQ Client 라이브러리
[18]가 있다.

Ⅲ. 제안하는 종단간 보안 프로토콜

1. 종단간 MQTT 보안 프로토콜 제안
제안하는 종단간 MQTT 보안 프로토콜은, 메시지 통

신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간에 적용되어 서버에 의한 
암복호화 과정이 없어, 클라이언트/서버 간 암복호화가 
필요한 TLS/SSL와 달리 서버에 의한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통신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는,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증서를 생성하고, 통신에 참여
하는 클라이언트 간에 공개키를 상호 교환한 후, ECDH 
키 교환 절차를 통해 생성된 비밀키 기반으로 MQTT 메
시지 중 토픽을 제외한 페이로드에 한하여 암복호화 과
정을 진행하므로, 메시지 전체를 암복호화하는 TLS/SSL 
대비 부하가 감소한다.

2. MQTT 통신 방식과 통신 절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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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QTT에서 지원하는 표준, 권고 및 제안 방식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tandard, recommendation, 

and proposed communication methods 
supported by MQTT

그림 4. MQTT 지원 3종 통신 절차
Fig. 4. 3 Communication procedures supported by MQTT

MQTT에서 제공하는 표준인 장치간 평문 통신 방식, 
권고인 TLS/SSL 기반 장치간 암호 통신 방식 그리고 제
안하는 암호 통신 방식 등이 있다. MQTT에서 지원하는 
표준, 권고 및 제안 방식 비교는 표1과 같고, MQTT 지
원 3종 통신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3. 처리 성능 측정을 위한 통신 모델 제안
MQTT에서 제공하는 표준, 권고 통신 방식과 제안하

는 통신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절차 모델을 각각 
M0, M1, M2라 할 때 MQTT에서 지원하는 3종 통신 절
차 모델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MQTT에서 지원하는 3종 통신 절차 모델
Fig. 5. 3 operation models supported by MQ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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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모델은 장치 간의 평문통신 방식을 모델링한 것으
로, publisher와 subscriber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클
라이언트가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특정 토픽으로 
subscribe 메시지를 발송하여 브로커/서버에 토픽을 등
록한 후, 동일한 토픽으로 publish 메시지를 발송하면 
브로커는 수신된 publish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 재발
송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당초 발송한 publish 메시지
를 수신하게 되므로, 당초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비교
와 검증이 가능하고, 필요 횟수 만큼 과정을  반복 수행
하면서 메시지 송수신 소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모델 
간 정확한 소요 시간 측정을 위해 QoS는  0으로 설정한다.

M1 모델은 TLS/SSL 기반 장치간 암호통신 방식을 모
델링한 것으로, M0 모델과 달리 브로커/서버에 설치된 
RSA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서 공유하고, 공유된 인증서
를 활용하여 TLS/SSL 기반의 secure-mqtt 프로토콜을 
통해  브로커/서버 인증, 비밀키 생성 및 공유 등의 절차
를 거쳐, 비밀키를 이용하여 토픽과 페이로드 등 메시지 
전체를 암복호화한다.

끝으로 M2 모델은 ECC 기반 종단간 암호통신 방식
을 모델링한 것으로, 클라이언트에서 publisher와 
subscriber 인증서를 각각 생성한 후, 각각의 공개키를 
ECDH 키 교환을 거쳐 비밀키를 생성하고, 생성된 비밀
키를 이용하여 토픽을 제외한 페이로드를 암호화하여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브로커/서버에 publish 메시
지로 전송하고, 브로커/서버로부터 수신된 publish 수신
된 메시지 중 페이로드만을 복호화하여 당초 발송한 메
시지의 내용과 동일한 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MQTT 상에 3종의 모델을 활용하여, 통신 방식 간 성
능 측정과 비교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현하였
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Eclipse Paho 자바 클라이
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publish/subscribe 통신 
기능을, SSLSocket 클래스를 이용하여 TLS/SSL 기반 
암호통신 기능을, 그리고 타원곡선 암호 클래스를 이용하
여 ECC 인증서 기반 암호통신 기능을 모두 지원할 수 있
도록 자바 언어로 구현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은, M1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브로커/서버에 2048 비
트 키 길이의 RSA 기반 인증서를 사전 설치하였고, M2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각 클라이언트에 RSA 기반 인증
서 키 길이 수준의 SECG SEC2에 속하는 256 비트 길이 
타원곡선암호인 secp256r1 기반 인증서를 생성 후 사용
하였으며, M2 모델은 M1 모델 TLS/SSL의 암호화 스위
트(Cipher Suite)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 키 교환방식, 
인증서 검증, 대칭키를 이용한 블록 암호화 방식, 블록 암

호 운영방식, 메시지 인증 기능 중에서  대칭키를 이용한 
블록 암호화 방식과 블록 암호 운영방식 기능 만을 지원
하도록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publish 메시지 페이로드 길
이를 128 바이트로 고정하고, 메시지 송수신 과정를 필
요한 횟수만큼 반복하며 모델 별 소요 시간을 측정 후 상
호 비교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IV. 시뮬레이션 환경과 측정 결과

1. 클라이언트 성능 측정 결과
클라이언트 성능 측정을 위한 제안 시스템 구성은 그림 

6과 같고, 사용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그림 6. 제안 시스템 구성
Fig. 6. Proposed system configuration

표 2.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사양
Table 2. Server and client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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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 중 서버에 브로커인 Eclipse mosquitto
를 각각 설치한 후, M0와 M2 모델의 경우 mqtt로, M1
의 경우 secure-mqtt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구현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에 설치하고, 3종 모
델에 대해, 단일 프로세스로, 128 바이트 길이의 고정된 
페이로드를 갖는 publish 메시지를 1개부터 4001개까
지 200개 단위로 증가시켜 가면서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time 명령어를 이용하여 실행 프로세스의 real/user/sys 
time을 각각 측정하였다. 3 종 통신 모델의 클라이언트 
성능 측정 결과는 그림 7과 같고, 3 종 통신 모델의 클라
이언트 성능 측정 결과 비교는 표 3과 같다.

그림 7. 3 종 통신 모델의 클라이언트 성능 측정 결과
Fig. 7. Performance measurement of 3 communication

models in client

표 3. 3 종 통신 모델의 클라이언트 성능 측정 결과 비교
Table 3. Performance measurement of 3 communication

models in client

3종 모델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 단일 프로세스 소요 
시간은 publish 메시지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sys < 
real < user time 순서로 증가하였고, 3종 모델의 실제 
소요 시간인 real time은 publish 메시지 개수가 4001
개(송수신 메시지는 총 1.02 M바이트, 2회 왕복 * 128 
바이트 * 4001개)까지 M0 < M2 < M1 순서가 유지되었
으며, M1 모델 대비 M2는 평균 18% 감소하였다.

2. 서버 성능 측정 결과
서버 성능 측정을 위한 제안 시스템 구성은 클라이언

트의 경우와 동일하다. 추가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브로커
/서버에 부하를 가중시킬 수 있도록, 3종 모델 별로, 메
시지 송수신 프로세스를 11개부터 71개까지 20개 단위
로 증가시켜 가면서 병렬 실행을 통해, 병렬 프로세스 시
작부터 종료까지 소요된 시간을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M0 모델을 제외한 M1과 M2 모델에 대한 2 종 통신 모
델의 서버 성능 측정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2 종 통신 모델의 서버 성능 측정 결과
Fig. 8. Performance measurement of 2 communication

models in server

3종 모델의 서버 성능 측정 결과, publish 메시지 전
송 프로세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병렬 프로세스들의 
실제 소요 시간은 real time 기준으로 M2 < M1의 순서
를 유지하며, publish 메시지 개수가 약 3000 ~ 3500
여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71개 프로
세스 병렬 실행 시 M1 모델 대비 M2는 평균 9% 감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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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병렬 프로세스 실행 시 3 종 통신 모델의 서버 
성능 측정 결과와 비교는 표 4와 같다.

표 4. 71개 병렬 프로세스 실행 시 3 종 통신 모델의 서버 성능
측정 결과와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server performance measurement
of 3 communication models with 71 parallel
process execution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장치 간에 타원곡선암호 기
반 경량화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한 종단간 MQTT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으며, TLS/SSL과 제안 프로토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프로토콜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측에서 성능이 향상됨을 검증하였다.

제안한 종단간 MQTT 보안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MQTT에서 지원하는 3종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성능 측정 결과, 모델별 프로
세스 소요 시간인 real time은 M1 모델 대비 M2는 평
균 18% 감소하였다. 이는 제안한 M2 모델은 1.02 M바
이트 이하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경우 M1 보다 처리 성능
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또한 3종 모델의 서버 성능 측정 결과, publish 메시
지 전송 프로세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병렬 프로세스
들의 실제 소요 시간은 real time 기준으로 M2 < M1의 

상태를 유지하며 71개 프로세스 병렬 실행 시 M1 대비 
M2는 평균 9% 감소하였으며, 이는 제한된 송수신 데이
터 범위 내에서 M2 모델 경우 M1 보다 처리 성능이 우
수하고 많은 클라이언트 접속이 가능함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타원곡선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종단간 MQTT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써, MQTT 
표준인 장치간 평문 통신 방식 대비 보안 통신이 가능하
고, 권고인 TLS/SSL 기반 암호 통신방식 대비 클라이언
트와 서버 공히 성능 향상이 가능하며 또한 저사양의 사
물인터넷 장치에도 적용 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한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 기능 
추가와 안전성 점검 그리고 MQTT 네트워크에서 운영되
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사물인
터넷 장치별 인증서 배포와 인증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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