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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LTE보다 빠른 속도와 안정을 가진 5G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G 통신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5G는 현재까지 이질적인 영역이 서로 포함되어 있어서 보안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아직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5G 환경에서 IoT 장치의 인증을 블록체인에 적용한 확률 기반의 IoT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인증을 확률적 이론과 물리적 구조를 효율적으로 융합하기 위해서 
계층의 IoT 사용자를   계층과   계층의 관리자가 쌍방향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2개의 랜덤키를 역으
로 사용한다. 제안 모델은 5G 환경의 IoT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확률적 기반으로 IoT 정보를 계층화시킨 후 IoT 
정보를 가중치에 적용하여 그룹핑된 IoT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한다. 또한, 제안 모델은 5G 네트워크를 계층
화된 다층 네트워크로 분할하기 때문에 기존 블록체인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진다.
주제어 : 5G, IoT, 블록체인, 보안, 확률 이론

Abstract  Interest in 5G communication security has been growing recently amid growing expectations 
for 5G technology with faster speed and stability than LTE. However, 5G has so far included disparate 
areas, so it has not yet fully supported the issues of security. This paper proposes a blockchain-based 
IoT management model in order to efficiently provide the authentication of users using IoT in 5G In 
order to efficiently fuse the authentication of IoT users with probabilistic theory and physical structure, 
the proposed model uses two random keys in reverse direction at different layers so that two-way 
authentication is achieved by the managers of layers and layers. The proposed model applied 
blockchain between grouped IoT devices by assigning weights to layer information of IoT information 
after certification of IoT users in 5G environment is stratified on a probabilistic basis. In particular, 
the proposed model has better functions than the existing blockchain because it divides the IoT 
network into layered, multi-layere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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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이동 통신 기술이 4G에서 5G로 변화하면서 수

많은 인터넷 장치(스마트 장치, 차량 등)들이 서로 연결
되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제공되어 지고 있다[1]. 5G는 4G에 비해 
인터넷 속도를 Gbps 급의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 장치들이 서로 상호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 그러나, IoT 장치의 경우 규격, 통신, 모듈 등이 아직
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2].

5G 환경의 모바일 시스템 보안은 최근 몇 년 동안 광
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IoT 장치의 저 전력 및 
계산 능력으로 발생 가능한 보안(프라이버시 등)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IoT 장치는 공개키 기반의 
중앙집중식 권한 솔루션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의 
권한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 현재
로써는 필요하다[3]. 

Nakamoto는 개인 간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중 지불
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반의 회계 기법을 개발했다[4].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구조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저장
하기 때문에 블록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IoT 노드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은 IoT 노드에 의
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액세스 정책을 부
여하여 동작 제어와 접근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IoT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증을 
5G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IoT 보안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의 특징은 계층적 구조로 배
치된 특정 IoT 장치를 효율적으로 인증하기 위해서 IoT 
장치가 위치한 계층에서   계층과   계층의 
쌍방향 인증을 수행한다. 이 때, 제안 모델은 쌍방향
으로 2개의 임의의 랜덤키를 생성하여 중복되지 않게 
교차 사용한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 관리를 위해서 
암⋅복호 단계, 가중치 정보 부여단계, 인증 단계 등 
3단계로 나뉘어 동작한다. 제안 모델은 가중치 정보 
부여단계에서 블록체인과 확률 이론을 적용하였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계층화된 누적 확률 값을 
IoT 인증에 활용하기 때문에 IoT 장치 인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제안 모델은 5G 환경에
서 IoT 장치를 인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IoT 장치는 5G기반에서 운용되며 IoT 장치간 

송⋅수신 정보는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는 계층적 분산 네트워크 구조를 가
진다.

둘재, 제안모델은 IoT 장치 인증을 위해서 생성한 2개
의 랜덤키를    계층과   계층의 쌍방향 인
증을 위해 사용한다.

셋째, 가중치 정보를 부여할 때 블록체인 기반의 해쉬 
체인을 사용하여 IoT 인증 키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인증 정확도를 최적화한다.

제안 모델은 확률적 기반으로 IoT 정보를 계층화시킨 
후 IoT 정보의 계층 정보에 가중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기존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
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장에서는  5G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
는 5G 환경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IoT 보안 모델을 제
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 모델의 성능을 기존 환경과 비교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5G vs. 블록체인

5G는 4G에 비해 초고용량, 초실시간, 초연결
(Hyper-Conectivity) 등이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이다. 5G는 기존 이동 통싱망 구조에 비해 가상화 기반
의 HW/SW 모듈의 개방형 구조를 통해 서비스 구현 및 
운영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5G는 4G에 비
해 많은 서비스가 아직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은 상황이
다. 특히, 5G의 빠른 속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영역의 기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
한 방안으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5G와 융합되어 서비
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분산 방식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저장하
는 시스템을 말한다. 블록체인은 명이 데이터를 분
할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변조가 어렵다. 그 이
유는 블록체인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참여
한 모든 참여자를 모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의 위⋅변조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2 기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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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어 사용하고 있다
[6,7].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IoT 장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를 기존 IoT 장치에서 처리(저장 및 공유 등)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부 해결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IoT 
장치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험을 해결하고 있다[8].

Miller et al.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어
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9]. Liang et al.
은 IoT 애플리케이션에 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블록체
인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10]. 특히, 이 기법은 
IoT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타 분야에도 탄력적으로 적
용할 수 있다.

 Aitzhan et al.은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호화 방식을 다중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메시지를 익명
으로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1]. 

Teslya et al.은 IoT 장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IoT 장치의 자원 분배를 제어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12]. 그러나, 블록체인 시스템의 확장성과 보안성은 명
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3. 확률이론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IoT 
관리 모델

이 절에서는 확률이론을 이용하여 5G에서 동작하는 
IoT 장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적
용한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계층에서 
쌍방향으로 IoT 장치를 교차 인증하도록 2개의 랜덤 
키를 사용한다. 또한, 계층에 가중치를 포함하도록 
IoT 장치의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하고 있다.

3.1 개요
5G 환경은 이질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 이질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장비들도 서로 제각
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13-15]. 5G 환경에서 IoT 장치
들은 4G보다 트랙픽과 처리 지연시간이 개선될 수는 있
지만 빠른 속도에 적합한 보다 강력한 보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5G환경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반의 
IoT 보안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계층의 
IoT 사용자의 정보를 인증하기 위해서  계층과 

 계층의 정보를 쌍방향으로 교차 인증하도록 임
의의 2개 랜덤키를 사용하는 점과 IoT 장치의 가중치 
정보 정보를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누적 확률값을 사
용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안모델은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IoT 보
안에 적용하기 위해서 암⋅복호 단계, 가중치 정보 부여
단계, 인증 단계 등 3단계로 나뉘어 동작한다. 제안 모델
은 블록체인과 확률이론을 IoT 장치에 적용하여 효율적
인 인증과 정확도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첫째, 5G 환경에서 운용되고 있는 IoT 장치의 병목현
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는 계층적 분산 네트워크 구조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둘재, 제안모델은 IoT 장치 안전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2개의 랜덤키를 각각   계층과   계층에 임
의로 나누어 인증함으로써    계층과   계
층의 쌍방향 인증이 수행되도록 한다.

셋째, IoT 장치에 대한 가중치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에 적용하도록 다중 해쉬 체인을 사용한다. 제안 모델에 
블록체인 기반의 다중 해쉬 체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계
층적 구조로 분포된 IoT 장치를 안전하게 인증하기 위해
서이다.

제안 기법은 그림 1처럼 계층적 구조로 IoT 장치를 
그룹 별로 분류한 후 그룹 내 인증키를 생성한다. 계층적 
구조로 네트워크로 구성된 IoT 장치들은 IoT 장치의 중
요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중간 파티를 선정한다. 중
간 파티는 수집정보를 직접 서버로 전달할 수 도 있지만 
인접한 그룹의 중간 파티를 통합 홉-by-홉으로 서버에게 
전달한다.

Fig. 1처럼 그룹내 IoT 장치들은 계층적 키를 2개의 
임의의 랜덤키를 사용하여   계층과   계층
을 임의로 나누어 인증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인증을 수
행한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가중치 정보를 블록체인 기
술에 적용하여 누적 확률값을 가중치에 적용함으로써 
IoT 장치의 인증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제안 모델은 누적 확률값으로 할당된 IoT 장치의 가
중치를 일정 간격으로 유지함으로써 서버와 IoT 장치, 
IoT 장치와 IoT 장치 간 동기화를 유지 및 검증할 수 있
다. 

3.2 용어 정의
제안 모델은 Table 1처럼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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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tion Definition

 ,  Random key generated in the {0,1}  
  Shared key

(, ) Probability Value Between  and 

Table 1. Notations

3.3 IoT 장치 관리
제안 모델은 IoT 장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암⋅복호 단계, 가중치 정보 부여단계, 인증 단계 
등 3단계로 나뉘어 동작한다.

3.3.1 암⋅복호 단계
제안 모델에서 IoT 장치의 암⋅복호 과정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서로 연계하도록 임의의 2개의 랜덤키를 암⋅복호 과정
에서 사용한다. 또한, 제안 모델에서는 5G 통신 환경에 
부합하도록 공개키 방식과 비밀키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IoT 장치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공개키 방식과 비밀키 
방식을 모두 사용해도 5G의 속도가 빨라 암⋅복호에 사
용되는 시간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암⋅복호 과정은 
크게 3 단계로 수행한다.

ㆍ1 단계 : IoT 장치는 계층적 구조로 그룹핑한 후 계
층별 IoT장치에 대한 시드를 선택한다. 시드로 선택
된 키 값은 IoT 장치의 중요 정보는 가중치 확률을 
이용하여 선택한다.

ㆍ2 단계 : IoT 장치가 각 계층에서 사용되는 임의의 
랜덤키는  {0,1} 중에서 임의로 

  와 을 

선택한다. 선택된 임의의 랜덤 키(
  와 )는 

IoT 장치  인증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3 단계 :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암⋅복하기 위해

서 사용되는 공개키(


 , 


)는  {0,1}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와 을 이용하여 생성

한다. 

3.3.2 가중치 부여 단계
제안 모델에서 IoT 장치의 가중치는 가중치 확률 이

론에 기반하여 식 (1)처럼 생성한다. 가중치 확률 이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IoT 장치의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노
출시키기 않도록 계층적인 방법으로 가중치를 추출하기 
위해서이다. 

( , )=()(), ,  = 1,···, 
(1)

또한, 제안 모델에서 계층적으로 구성된 IoT 장치의 
중요 정보의 가중치 생성 확률은 식 (2)∼ 식(3)의 과정처
럼 만들어지며 Fig. 2처럼 추가 정보 없이 IoT 장치의 중
요 정보를 해쉬 체인한다. 
(1,1)=(1,-1)=(-1, 1) =(-1, -1) 
= 

  (2)





 ( , ) =  1       (3)

Fig. 1. IoT operation process of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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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ulti hash chain process of IoT device
3.3.3 인증 단계
제안 모델에서 IoT 인증은 시드 키를 이용하여 IoT장

치를 동기화하면서 제3자가 IoT 장치의 정보를 알 수 없
도록 인증을 수행한다. 제안 모델은 시드키를 이용하여 
계층 레벨에서 IoT 장치를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 양방향 인증한다. 이 때, {0,1} 중에서 임
의로 선택한 

  와  키를 이용하여 랜덤 수 은 식 
(4)처럼 생성한다.

 = 
  




  



             (4)

임의로 선택한 임의의 키 
  와 는 랜덤 수 과 

조합(⊕ 또는 ⊕)하여 계층에서 사용하
는 공유키 를 생성하여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식 (5)와 같이 암호화하여 송∙수신한다.


(, ), (||)      (5)

서버는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세션 키 를 이
용하여 복호화한다. 복호화된 정보 중 랜덤수 는 
IoT의 중요정보를 검증하는데 사용한다. 

4. 평가

4.1 환경설정
이 절에서 얻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2와 같은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평균
에 기초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부분에
서 network coverage radius는 1000m로 설정하고, 
대여폭은 20MHz / 10MHz으로 설정한다. 블록체인 관
련 파라미터에서 블록 크기 한계는 0.5∼2Mbytes로 설
정하고 평균 트랜잭션 크기는 200∼500B으로 설정하였
다. 변동 보상 계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한계 시간은 
0.01s/KB로 설정하였다. 

4.2 처리시간
Fig. 3은 계층별로 그룹핑된 IoT 장치의 정보를 송⋅

수신할 때 발생되는 처리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실험 결과, IoT 장치의 처리 시간은 5G 
기반 IoT 장치의 처리시간 보다 4G 기반 IoT 장치보다 
평균 24.5% 높았다. 그림 4의 실험 결과처럼 IoT 장치의 
처리시간은 블록체인 기술과 확률이론을 사용하여 IoT 
장치를 계층별로 병합 처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Fig. 3. Processing time of IoT device

4.3 효율성
Fig. 4은 5G 환경에 IoT 장치를 적용하였을 경우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계층에 위치한 IoT 장치가 처리
하였을 때의 효율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4의 실
험 결과처럼, IoT 장치의 효율성은 5G 기반 IoT 장치
의 효율성은 4G 기반 IoT 장치의 효율성보다 평균 
13.6% 향상되었다. 

Parameter Value
The transmit/receive power of the users 0.2W / 0.1W

The network coverage radius 1000m
The static circuit power 0.05W
The pathloss exponent 4
The power of noise -174dBm/Hz

The mean value of Rayleigh fading 1
Input data size 5kbits/s
Delay threshold 15s

Computation worload/intensity 18000 CPU 
cycles/bit

The unit price of energy 0.1 Token/J

Table 2. Environ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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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iciency between IoT device 
그림 4의 결과는 IoT 장치의 정보를 송⋅수신할 때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개의 랜덤키를 각각 
  계층과   계층에서 쌍방향 인증을 수행하
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IoT 장치의 무결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 임의의 랜덤키 

 , 와 대응되는 공
개키(


 , 


)를 사용하였다.

4.4 오버헤드
Fig. 5는 그룹별로 분류된 IoT 장치에서 중요정보를 

서버에 전달할 때 IoT 장치 수에 따른 서버의 오버헤드
를 비교평가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5의 결과처럼, 서
버의 오버헤드는 5G 기반 IoT 장치의 오버헤드가 4G 
기반 IoT 장치의 오버헤드보다 평균 5.7% 낮은 결과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IoT 장치에 가중치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
안 모델은 IoT 장치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기 않도
록 계층적인 방법으로 가중치를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Fig. 5. Overhead of Server 

5. 결론 
5G 환경이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면서 핸드폰 이외에 

다양한 IoT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5G 기술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5G 환경에서 
IoT 장치의 인증을 안전하게 제공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IoT 보안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계층의 
IoT 장치를 효율적으로 인증하기 위해서   계층
과   계층에서 쌍방향으로 인증을 수행하기 2개
의 임의의 랜덤키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안 모델은 
계층적으로 구성된 IoT 장치에게 인증 키를 부여하여 
다중 해쉬 체인에 적용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IoT 장
치의 효율성은 5G 기반 IoT 장치의 효율성은 4G 기
반 IoT 장치의 효율성보다 평균 13.6% 향상되었다. 
IoT 장치의 처리 시간은 5G 기반 IoT 장치의 처리시
간이 4G 기반 IoT 장치의 처리시간보다 평균 24.5% 
높았다. IoT 장치의 효율성은 5G 기반 IoT 장치의 효
율성은 4G 기반 IoT 장치의 오버헤드보다 평균 5.7% 
낮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5G 환경에 제안 모
델을 적용하여 제안 모델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추
가적으로 연구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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