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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이동통신기술의빠른성장

– 보안기술의발전이따라가지못하고있다.

❖ 이동통신네트워크장비에서체계적인보안분석의필요성
– 통신사, 제조사별구현이다르다.

❖ LTE 네트워크장비보안성분석의부족
– 대부분의연구는단말의보안성을분석한연구이다.

❖ LTE 보안의중요성
– 5G가도입되고있지만아직은 NSA(Non-Standalone)를사용하기때문에코
어네트워크는 LTE 장비가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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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 LTE 네트워크구조

– UE(User Equipment), ENB(Evolved Node B),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

❖ LTE 제어평면프로토콜

– NAS(Non-Access St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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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 Finite state machine : 유한개의상태를가지고주어지는입력에따라어

떤상태에서다른상태로전환시키거나액션이일어나게하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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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 선행연구: Touching the Untouchables: Dynamic Security Analysis of the 

LTE Control Plane

– Stateless fuzzer : 여러 state에걸쳐있는취약점은발견하기어렵다.

--> state machine을통해숨겨진취약점을찾는것이목표. 

6



연구수행방법
❖ 이동통신네트워크장비상태모델(state machine) 추출

– 상태모델추출툴(Fuzzer) : 프로토콜퍼징기법을이용해다양한메시지형
태를네트워크장비에보내고응답기록.

– 상태모델분석툴(Analyzer) : 공통적인응답을유도하는입력메시지형태
들의특징을분석하여 state machine상의 transition을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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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스트하고자

하는메시지타입

선정

2. 선정한테스트

메시지의다양한

변종생성

3. 생성된테스트

메시지송신및

응답로깅

4. 결과분석후

중복 transition으로

추정되는 transition 

선별



연구수행방법
❖ 표준문서와비교를통해취약점찾기

– 추출된 3사 state machine 중상이한부분을중점적으로표준내용과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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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실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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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UE Software

제어가능한 LTE UE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LTE S/W와 SDR를활용한

다양한동작시나리오테스트가능한단말

표준분석기반의 Testcase 생성
RRC/NAS 표준분석을통하여

표준위배메시지 (Testcase) 생성

Testcase 송신을통한네트워크구현검증
단말로그및응답메시지를기반으로결과분석을

통해 Testcase를올바르게처리하는지검증

Target eNodeB & EPC

테스트케이스생성

테스트케이스에따른신호생성 자동화된
분석기술
개발

srsUE 기반 Fuzzer



구현
❖ State Machine Extractor (C++)

– srsUE (open-source LTE stack) + 1800 LoC

❖ Test message generator (Python) 

– 1100 LoC

– Message Type: Attach Request, Identity Response, Authentication Response, 
Security Mode Complete

– # of test messages: 9498+

❖ Output Analyzer (Python) 

– 700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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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네트워크프로토콜상태모델추출
툴(FUZZER)



State machine 추출
❖ Step 1: 테스트하고자하는메시지타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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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메시지타입예시



State machine 추출
❖ Step 2: 선정한테스트메시지의다양한변종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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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메시지변종예시



State machine 추출
❖ Step 3: 생성된테스트메시지송신및응답로깅

– Stage 0: 4400개의데이터를저장.

– Stage 2: 5098개의데이터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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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한메시지

수신한메시지



LTE 네트워크프로토콜상태모델분석
툴(ANALYZER)



State machine 추출
❖ Step 4: 응답결과분석후중복 transition으로추정되는 transition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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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machine 추출
❖ Step 4: 응답결과분석후중복 transition으로추정되는 transition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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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추출된 State machine – Stag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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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추출된 State machine – Stag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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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추출된 State machine –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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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동통신네트워크장비제어평면의동작 State machine을추출하기

위해 Fuzzer, Analyzer 2개의툴을개발.

❖ 3GPP 표준문서와각통신사별장비의비교를통해총 7개의이상동작
을발견.

❖ 다른시나리오로진행되는 NAS 메시지에대한 state machine 확장을통
해추가적인이상동작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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