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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NFC 기술의 발전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로 NFC 기술은 교통, 출입통제, 헬스케어, 티켓 및 

지불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TrendForce사에[1] 따르면 모바일 NFC 결제 시장

의 경우 2018년에는 9800억 이상의 총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NFC 기반 결제 서비스로

는 삼성페이, 애플페이 및 알리페이 등이 있으며 삼

성페이는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기

술을 사용하여 국내 모바일 사용자 약 644만 명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NFC 결제 환

경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사용자 인증 및 키 분배

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보안 필수요소이다.

2017년 Chen 등[2]은 NFC 결제 환경에서 공격자

의 위조 결제 및 가장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인증 방식은 ECC

(Elliptic Curve Cryptography)를 사용하여 자원이 

제약적인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동작 가능하다. 그러

나 양자 컴퓨터가 실현되면 Shor의 양자 소인수분해 

알고리즘[3] 및 Grover의 양자 검색 알고리즘[4]을 

통하여 소인수분해 문제와 이산대수 문제를 효율적

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NFC 결제 환경에

서 ECC 및 RSA 기반 인증 방식은 심각한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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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ETSI[5]와 미국표준기술연구소 NIST[6]는 이러한 

양자 컴퓨팅 공격에 대비하여 양자 컴퓨팅 공격에 

안전한 양자 후 암호시스템 준비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양자 후 암호 방식으로 NTRU 공개키 암호

가 있다.

NTRU 공개키 암호 방식[7]은 IEEE P1363.1 격자 

기반 암호 표준[8]으로 기존의 ECC 공개키 암호 방

식과 비교하여 동일한 안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암호화 및 복호화 연산이 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또한 격자의 가

장 짧은 벡터를 찾는 어려움에 기반하여 안전성을 

제공하고 양자 컴퓨팅 공격에 안전하여 최근 NTRU

를 사용한 인증 및 키 분배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9].

본 논문에서는 NFC 결제 환경에서 양자 컴퓨팅 

공격에 안전한 NTRU 기반 인증 및 키 분배 프로토

콜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프로토콜은 중간자 공

격, 재사용 공격, 사용자 가장 공격 및 양자 컴퓨팅 

공격에 안전하며 상호인증을 제공하고 기존의 ECC

기반 공개키 암호 인증 방식보다 효율적이다.

2. 관련 연구

2.1 NFC 결제 시스템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2002년 소니

와 NXP 반도체가 개발한 비접촉식 통신 기술로 13.56

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2003년 국제표준제정

(ISO/IEC 18092)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표준화되었

다. 또한 NFC는 기존의 RFID 기술과 다르게 리더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4～10cm 근거리 

통신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여 현재 

VISA, Apple pay, google pay, Alipay 및 Wechat

pay 등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모바일 결제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NFC는 리더와 태그 역할을 모두 수행하여 P2P

(Peer to Peer) 통신이 가능한 능동통신모드와 리더

와 태그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수동통신모드를 지원

하며 Fig. 1은 NFC의 기본적인 리더, P2P 및 카드 

에뮬레이션 동작 모드이다.

NFC 결제 시스템은 NFC를 지원하는 기기, POS

터미널, 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NFC의 기본 동작모

드를 활용하여 결제를 수행한다. 먼저 POS 터미널은 

NFC 리더기를 사용하여 NFC 기기에 결제 요청하고 

NFC 기기는 POS 터미널의 리더기로 결제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NFC 기기와 POS 터미널은 결제 및 

거래 정보를 서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NFC

결제 시스템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2.2 양자 내성 암호체계

현재 양자 컴퓨팅에 안전한 암호체계는 격자 기

반, 코드 기반, 해시 기반 및 다변수 암호가 있으며 

대표적인 암호체계로는 코드 기반 암호체계 McEliece

와 격자 기반 암호체계 NTRU가 있다. McEliece는 

오류 정정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오류가 포함된 메시

지를 오류 정정 부호를 사용하여 복호화 하고 NTRU

는 격자에서 작은 벡터를 찾는 어려움을 기반으로 

안전성을 제공하고 메시지를 복호화하는 암호 체계

이다. 또한 McEliece 및 NTRU 암호 방식은 기존의 

공개키 암호 방식과 비교하여 빠른 암호화 및 복호화 

연산을 제공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NTRU 공개키 암

호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인증 및 키 분배 프로

Fig. 1. Basic Operation of NFC.

Fig. 2. NFC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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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을 제안한다.

2.3 NTRU 기반 공개키 암호

NTRU 공개키 암호는 1996년 Jeffrey Hoffstein

등에 의해 제안된 격자 기반 양자 내성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현재 IEEE P1363.1 격자 기반 공개키 암호 

표준이며 R-LWE를 기반으로 다항식 환 상에서 기

본 연산을 수행한다. 또한 NTRU는 기존의 공개키 

암호 방식인 RSA 및 ECC 등과 비교하여 동일한 안

전성을 제공하며 다항식 컨볼루션 연산을 통한 빠른 

암호화 및 복호화가 가능하므로 자원이 제약적인 기

기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NTRU 공개키 

암호 방식에 사용되는 다항식 컨볼루션 연산, 키 생

성, 암호화 및 복호화, 안전성, 성능 비교는 다음과 

같다.

2.3.1 다항식 컨볼루션 연산

다항식 컨볼루션 연산은 NTRU에 사용되는 기본 

연산으로 를 정수들의 집합 에 대한 모든 다항

식들의 집합이라 할 때 몫 환은   로 

정의되며 환 에 속하는 원소 는 벡터 또는 다항식

으로 표현 가능하며 다음 식 (1)과 같다.

  
  

  


         (1)

환 에 속하는 원소 와 에 대한 컨볼루션 곱셈 

연산   ∗는 다음 식 (2)와 같으며 이 

때  ≡mod  이다. 또한 NTRU에 사용되는 

다항식 컨볼루션 연산은 원소  또는  중 어느 하나

가 작은 계수를 가지므로  개의 정수 곱셈을 요구

하지 않아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 mod



(2)

2.3.2 키 생성

NTRU의 키 생성 단계는 다항식 환 에 속하며 

작은 계수들을 갖는 차의 다항식 ∈ , ∈를 

임의로 선택하고 
  ∗≡mod ,   ∗≡mod 

및     ∗ mod 를  계산한다. 이 때 와 는 

비밀키이며 는 공개키이다.

2.3.3 암호화

NTRU 메시지 암호화 단계는 평문 다항식을 ∈

을 선택하고 작은 계수를 갖는 차의 다항식 

∈을 임의로 선택한 후 암호문   ∗ mod 
를 계산한다.

2.3.4 복호화

암호문 를 복호화하기 위하여 의 계수들이 

 ≤ 를 만족하는  ∗ mod를 계산하

고   mod  연산으로 평문 을 얻는다. 이 때 

는 고정된 값으로 파라미터 값에 의존하여 변하며 

자세한 복호화 단계는 식 (3)과 같다.

 ∗ mod 
 ∗∗ mod  ∵  ∗

 ∗∗ mod  ∵∗ ∗  ∗ 
 ∗∗ ∗∗

(3)

식 (3)의 값 ∗∗mod 에 대해서 매개 변

수를 적절히 선택하여 다항식의 계수들이 보다 작

은 길이의 범위 내에 놓이도록 조정할 수 있으므로 

 ∗∗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다항

식 를 mod  연산하여 암호문 를 복호화 가능하다.

2.3.5 성능비교 및 안전성 분석

NTRU의 컨볼루션 연산은 기존 공개키 암호 연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기존의 공개키 암호와 

NTRU의 키 사이즈 및 연산 속도 비교 분석은 Table

1과 같다.

Graham 등[10]과 Jaulmes 등[11]은 NTRU 공개

키 암호가 meet-in-the-middle attack에 취약하고 

CCA(Chosen Ciphertext Attack)로 비밀키가 복구 

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입증 하였다. 따라서 NTRU

Crytosystems[12, 13] 2002년 CCA와 meet-in-the

middle attack에 안전한 NTRU 패딩 암호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2003년 Howgrave-Graham[14]은 NTRU

패딩 암호화 방식이 복호화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증명가능 안전성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음

을 밝히고 이를 개선한 NEAP NTRU 패딩 암호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NTRU는 증명가능 안전

성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안전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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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한 프로토콜

본 논문에서는 양자 컴퓨팅 공격에 취약한 기존의 

ECC 기반 인증 방식을[1, 14] 개선하기 위하여 NTRU

기반 인증 및 키 분배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양자 컴퓨팅 공격, 가장 공격, 중간자 공격 

등 다양한 공격에 안전하며 상호 인증을 제공하고 

자원이 제약적인 환경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안한 방식에서 사용된 시스템 파라미터 및 프로토

콜은 다음과 같다.

3.1 시스템 파라미터

∙∗ : 컨볼루션 곱셈

∙ : 다항식 환   의 차수를 정하

는 파라미터 (=소수)

∙  : gcd   을 만족하는 공개 파라미터

∙  : 비밀키 다항식, ∈ ∈

∙
  

  : 비밀키 의 역함수

∙ : 공개키,   
  ∗∈  

∙ : 임의의 다항식, ∈

∙   : 잘려진 다항식 환 의 부분집합

∙ : 세션 키

3.2 NTRU 기반 인증 및 키 분배 프로토콜

제안하는 인증 및 키 분배 프로토콜은 Fig. 3과 

같으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사용자는 ∈ , ∈와 임의의 값 

∈를 선택하고 의 역원 
 와 

  및 공개키 

  
  ∗ mod ,    ∗를 계산하고 공개

키 와 를 리더기에 전송한다.

∙ 2단계 : 사용자의 정보를 받은 리더기는 사용자

의 공개키 를 검증하여 올바른 사용자인지 확인하

Table 1. Performance analysis of NTRU with existing public key cryptosystems

Algorithm
Message Size

(bits)

Key size

(bits)

Key generation

(ms)

Encryption

(ms)

Decryption

(ms)

RSA1024 1024 1024 1432 4.28 48.5

ECC168 160 169 65 140 67

NTRU263 416 1841 19.8 1.9 3.5

Fig. 3. Propose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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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 ∈와 임의의 값 ∈를 선택한 후 

의 역원 
 와 

  및 공개키   
  ∗ mod 

를 계산한다. 그 후 리더기는    ∗와 

   ∗ ∗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와 

를 전송한다.

∙ 3단계 : 리더기의 정보를 받은 사용자는 리더기의

공개키 를 검증한 후  ∗를 계산하여   ∗

와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임의의 키인 를

선택하고    ∗  mod ,    ∗ ∗

를 계산하여 와 를 리더기에 전송한다.

∙ 4단계 : 사용자의 정보를 받은 리더기는  ∗

를 계산하여  ∗와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임

의의 키인 를 선택한 후    ∗  mod 로
암호화 하여 사용자에게 를 전송한다. 그 후 리더기

는    ∗ mod 를 계산하고 를 사용하여 암

호문을 복호화 한 후 세션키    ∗ mod 
를 계산한다.

∙ 5단계 : 리더기의 정보를 받은 사용자는 를 사

용하여 암호문을 복호화 한 후 세션키 

   ∗ mod 를 계산한다.

4. 분  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프로토콜과 기존의 Liao 등

과 Chen 등이 제안한 프로토콜의 연산량을 비교 분

석하였으며 informal 분석으로 제안한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4.1 연산량 분석

제안한 NTRU 기반 프로토콜은 컨볼루션 곱을 활

용하여 기존의 ECC 기반 인증 프로토콜[1, 13]과 비

교하여 암호화, 복호화 및 키 생성 단계에서 효율인 

연산이 가능하다. Table 2는[15] 리눅스 환경에서

(500MHZ celeron 프로세서 사용) ECC와 NTRU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며 NTRU는 ECC 보다 암호화 

연산은 약 80배, 복호화 연산은 약 20배 정도 빠르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매 세션마다 임의의 다항식을 

재생성 하므로 비밀번호 변경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Table 3은 기존의 ECC 기반 인증 프로토콜과 제안

한 프로토콜의 연산량 비교분석을 한 것이며 Chen

등의 방식은 POS와 은행을 모두 Reader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Laio와 Hsiao의 방식은 총 12번의 ECC

곱셈 연산, 3번의 ECC 덧셈 연산, 8번의 해시 연산이 

요구되며 Chen 등의 방식은 총 8번의 ECC 곱셈 연

산, 4번의 ECC 덧셈 연산, 2번의 해시 연산 및 4번의 

대칭키 연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안하는 방식은 18

번의 컨볼루션 연산과 10번의 모듈러 연산만 필요로 

하므로 NFC 결제 환경에 보다 효율적인 인증 및 키 

분배 방식이다.

4.2 안전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informal 분석으로 기존의 방식과 

제안한 방식의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Liao

and Hsiao 및 Chen 등의 방식은 내부자 공격과 양자 

컴퓨팅 공격에 취약하나 제안하는 방식은 기밀성 및 

Table 2. Performance of ECC and NTRU (500MHZ Celeron processor)

ECC112 ECC168 ECC196 NTRU167 NTRU263 NTRU503

Key generation speed(ms) 25 65 115 8.3 19.8 71.2

Encryption speed(ms) 60 140 255 0.8 1.9 6.6

Decryption speed(ms) 26 67 119 1.4 3.5 12.7

Table 3. Performance analysis

Scheme User Reader Total

Liao and Hsiao [16]  ,  ,   ,  ,   ,  , 

Chen et al. [2]  ,  ,   ,  ,  ,   ,  ,  , 

Our Protocol ,  ,  , 

( : convolution operation  : one-way hash operation,  : ECC multiply operation,  : ECC addition oper-

ation,  : modulo operation,  : pairing operation,  :　symmetric enc/de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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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을 보장하며 상호 인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간자 공격, 재사용 공격, 세션키 노출 공격,

사용자 가장 공격 및 양자 컴퓨팅 공격 등 여러 가지 

공격에 안전하다. 기존의 인증 방식과 informal 안전

성 분석 비교는 Table 4와 같다.

∙기밀성(Confidentiality)

기밀성은 허락 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실

제 전송되는 데이터의 정보를 알 수 없어야 함을 의

미하며 제안한 방식은 NTRU 기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므로 공격자는 비밀키 없이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없다. 또한 세션키가 노출되더라도 과 

 값이 세션마다 임의로 생성되므로 제안하는 방식

에서 기밀성은 보장된다.

∙무결성(Integrity)

무결성은 허락 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데

이터 정보를 수정할 수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 제안한 

방식은 NTRUSign을 통해 메시지의 서명 값을 생성

하여 전달하므로 메세지가 위ㆍ변조가 되더라도 서

명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와 

리더기 간의 상호 인증을 제공하므로 제안한 방식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다.

∙상호 인증(Mutual Authentication)

제안한 방식에서 사용자와 리더는  와 공개키 

를 사용하여  ∗   ∗와  ∗   ∗

를 계산하고 값이 일치하면 서로를 인증한다. 또한 

공격자는 사용자의 개인키 없이 와 를 알 수 없으

므로 제안한 방식은 상호 인증을 제공한다.

∙중간자 공격(Man in the Middle Attack)

중간자 공격은 공격자가 송수신자 사이에서 네트

워크 통신을 조작하여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조작

하는 공격이며 제안한 방식은 사용자와 리더기 간의 

상호 인증 및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하므로 중간자 

공격에 안전하다.

∙사용자 가장 공격(User Impersonation Attack)

제안한 방식에서 공격자는 사용자의 비밀키 없이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 가장 할 수 없다.

∙재사용 공격(Replay Attack)

재사용 공격은 사용자가 사용한 정보를 공격자가 

도청하여 다음 세션에 재사용하는 공격으로 제안한 

방식은 과 를 매 세션마다 임의로 생성하여 사용하

므로 한번 사용한 정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세션키 공개 공격(Session Key Disclosure

Attack)

제안한 방식에서 사용자의 세션키가 공격자에 노

출되더라도 공격자는 NTRU의 격자에서 작은 벡터

를 찾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세션키 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양자 컴퓨팅 공격(Quantum Computing Attacks)

제안한 NTRU 기반 인증 및 키 분배 방식은 소인

Table 4. Informal analysis

Liao and Hsiao [16] Chen et al.[2] Our Protocol

Confidentiality ○ ○ ○

Integrity ○ ○ ○

Insider attack × ○ ○

Mutual authentication ○ ○ ○

Man-in-the-middle attack ○ ○ ○

User impersonation attack ○ ○ ○

Replay attack ○ ○ ○

Session key disclosure attack ○ ○ ○

Quantum computing attacks × × ○

○ : ensuring security property, × : do not ensuring security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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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해 및 이산대수문제가 아닌 격자에서 작은 벡터

를 찾는 어려움에 기반하여 안전성을 제공하므로 양

자 컴퓨팅 공격에 안전하다.

5. 결  론

오늘날 모바일 결제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NFC 기술은 이러한 모바일 결제 시장의 핵심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NFC 결제 환경에서의 

암호시스템은 소인수분해 및 이산대수의 어려움에 

기반하여 안전성을 제공하므로 양자컴퓨터가 실현

되면 양자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및 검색 알고리즘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NFC 결

제 환경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안전

한 통신을 위하여 양자 컴퓨터가 실현되기 이전에 

양자 컴퓨팅 공격에 안전한 인증 및 키 분배 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안된 NFC 결제 환경에서 

ECC 기반 Li 등의 인증 및 키 분배 방식이 양자 컴퓨

팅 공격에 취약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NTRU 기반 인증 및 키 분배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방식은 중간자 공격, 사용자 가장 공격, 재사

용 공격 및 양자 컴퓨팅 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공격

에 안전하며 상호 인증, 무결성 및 기밀성을 제공한

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식은 컨볼루션 연산을 기반으

로 저사양 환경에서 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

경에 적용가능한 안전한 인증 및 키 분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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