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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이디 기반 암호 체계는 공개키를 생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 교환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키를 생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개키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하

다. 또한 대리 서명 기법은 원 서명자가 부득이하게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선택한 대리 서명자

에게 서명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대리 서명자가 원 서명자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법

이다. Signcryption 기법은 하나의 기법으로 서명과 암호화 모두를 수행 할 수 있다. 위 기법들의 장점을 

한번에 취할 수 있는 기법이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지식과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서  론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부인 

봉쇄(non-repudiation) 및 인증(authentication)은 암호 

체계 및 보안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요구사항이다.[1] 보안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서명 프로토콜과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하지만 두 개의 독립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계산량과 통신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1997년 Zheng[2]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명과 암호화를 논리적으로 한 번에 

수행하는 Signcryption 기법을 처음 제안하였다. 

Signcryption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암호 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독립적인 서명 및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계산 부하 및 통신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기업 환경의 실 생활에서 기업의 대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표가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내 

문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믿을 만한 하급 

직원에게 일부 문서에 대해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하급직원이 대표를 대신하여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 서명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 

전자 서명 기법을 대리(proxy) 서명 기법이라고 한다. 

대리 서명 기법은 M. Mambo등[3]에 의해서 1996년에 

처음 제시되었으며, A.Boldyreva등[4]이 대리 서명 

기법의 정형적인 안전성 모델을 처음 정립하였다. 

1999년 C. Gamage등[5]은 대리 서명 기법과 

Signcryption 기법을 통합하여 대리(proxy) Signcryption 

기법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4년 Xiangxue 

Li등[10]은 기존의 대리 Signcryption기법에 아이디 

기반의 암호 체계를 적용시킨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처음 제안하였다. 대리 

Signcryption 기법은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휴대용 

컴퓨터, 핸드폰 등 하드웨어 자원이 넉넉하게 지원 되지 

않는 기기들에서의 대리 서명과 메시지 보안이 가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기법에서 원(original) signcrypter는 자신의 

signcryption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을 대리(proxy) signcrypter라 부른다. 대리 

signcrypter는 원 signcrypter처럼 signcryption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은 대리 서명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아이디 

기반 암호 체계가 가지고 있는 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하나의 기법으로 서명과 암호화가 가능한 

Signcryption 기법의 이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장과 3장에서는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배경 지식과 기본 

기법들에 대해서 서술 한다. 4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에 대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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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 한다.  

 

2. 배경 지식 

 

 보통의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은 Bilinear 

Pair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념[11]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Bilinear 함수 

 

G1과 G2를 위수가 소수 q인 순환군이며 G1은 덧셈군, 

G2는 곱셈군이라 하자. 함수 e� : G1×G1 → G2 가 임의의 P, 

Q, R ∈ G1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Bilinear 함수

라 한다.  

(1) [Bilinearity] a, b ∈ Fq에 대하여  

e��P � Q, R� �  e��P, R�e��Q, R�  

e��P, Q � R� �  e��P, Q�e��P, R�  

e��aP, bQ� �  e��P, Q���   

를 만족한다 

(2) [Non-degenerate]  

 e��P, Q� �  I��
 를 만족한다. (I��

는 G2의 identity) 

(3) [Computability] 

e��P, Q�의 계산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3. 관련 연구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은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 기법과 대리 서명 기법을 조합한 것으로, 

각 기법의 기능과 장점을 하나의 기법으로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연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1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 기법 

 

Signcryption은 서명 기법과 암호화 기법을 통합하여 

계산량이나 통신 횟수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메시지의 기밀성과 인증을 모두 취할 수 있는 

기법으로써, 1997년 Zheng에 의하여 처음 소개 된 후 

효율성 면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큰 주목을 받아 왔다. 

그 후 수학적인 보안 모델[9]이 제시되었으며,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는 Signcryption 기법들[7,8]도 

제안되었다.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 기법의 대략적인 구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 기법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셋업(Setup) 

보안 매개 변수(security parameter) k가 존재하고, 

개인 키 생성자(private key generator, PKG)가 시스템 

공개 매개 변수들(public parameters)을 생성한다. 

(2) 키 생성(Key generation)  

신원을 알 수 있는 아이디가 존재하고, PKG가 

아이디에 대응되는 개인키 dID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개인키를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전송한다. 

(3) Signcrypt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메시지 m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가정 할 경우, 사용자 A는 Signcrypt(m, dIDA, 

IDB)를 계산하고, 계산 결과 평문 m에 대응하는 암호문 

σ를 얻게 된다. 

(4) Unsigncrypt  

사용자 B가 암호문 σ를 받은 후 사용자 B는 

UnSigncrypt(σ, dIDB, IDA)를 계산하고, 계산 결과로 평문 

m을 얻는다. 만약 암호문 σ가 옳지 않은 암호문일 경우, 

거짓(false)를 반환한다.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 기법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만 한다. 

m = UnSigncrypt(Signcrypt(m, dIDA, IDB), dIDB, IDA) 

 

3.2 대리 서명 기법  

 

대리서명 기법은 원 서명자가 자신의 서명에 대한 

권한을 대리 서명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대리 서명자가 

원 서명자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대리 서명 기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리 서명 기법의 종류와 특성[19]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대리서명 기법은 위임 권한 조건에 따라서 완전 

위임(Full Delegation), 부분 위임(Partial Delegation), 

보증 위임(Delegation by warrant)으로 구분된다.  

 

(1) 완전 위임 

완전 위임에서는 대리 서명자가 원 서명자의 서명 

키와 동일한 서명키를 갖게 되고, 따라서 두 서명자가 

같은 서명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서명의 검증자 

입장에서는 원 서명자의 서명인지 대리 서명자의 

서명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2) 부분 위임 

부분 위임에서는 원 서명자가 자신의 서명키를 

이용하여 대리 서명키를 생성하고, 그것을 대리 

서명자에게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끔 안전하게 

전송한다. 또는 자신의 서명키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대리 서명키를 생성하여 대리 서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하고, 대리 서명자는 그것을 이용하여 특정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의 대리 서명키를 생성하기도 

한다. 두 방법 모두 대리 서명키를 통하여 원 서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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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키를 계산할 수 없어야 한다. 대리 서명자는 대리 

서명키를 이용하여 서명하게 되고, 검증자 입장에서는 

서명을 보고 그것이 원 서명자의 서명인지, 대리 

서명자의 서명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  

(3) 보증 위임 

보증 위임은 원 서명자가 자신이 대리 서명자에게 

자신의 서명 권한을 위임한다는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실행된다. 보통 보증서에는 원 서명자의 신원과 대리 

서명자의 신원, 대리 서명자의 공개키, 대리 서명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대리 서명기법은 구별 가능성, 검증 가능성, 위조불가, 

확인 가능성, 부인 방지, 오남용 불가 등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는 대리 Signcryption 

기법 또한 만족시켜야 할 요구사항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구별 가능성 

대리 서명자가 생성한 대리 서명과 원 서명자가 

생성한 서명을 제3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검증 가능성 

검증자가 대리 서명으로부터 서명된 메시지에 대해 

원 서명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조 불가 

대리 서명자는 원 서명자를 대신해서 서명을 생성할 

수 있지만, 원 서명자나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제 

3자가 대리 서명자로써 유효한 대리 서명을 생성할 수 

없어야 한다. (완전 위임에서는 본 성질이 제외된다.) 

(4) 확인 가능성 

누구든지 대리 서명을 생성한 대리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인 불가 

대리 서명자가 원 서명자의 유효한 대리 서명을 

생성하면, 생성된 대리 서명에 대해서 대리 서명자가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6) 오남용 불가 

대리 서명자는 유효한 대리 서명을 생성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대리 서명을 할 수 없어야 한다.  

 

4.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은 대리 서명 기

법과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 기법을 통합한 기법으로

써, 하나의 기법으로 두 기법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

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 계층 구조적인 통

신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리 서명기법의 기능을 수행하

면서도 Signcryption의 이점을 통하여 메시지의 기밀성

과 인증을 한 번에 취할 수 있다.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원 signcrypter A가 대리 signcrypter B에게 자신의 서명

과 함께 B에게 자신의 signcryption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전달한다. 대리 signcrypter B는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만이 이용할 수 있는 대리 

signcryption키를 생성한다. 이 때에 보통 대리 

signcryption키에는 A의 공개 키와 B의 공개 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대리 signcrypter B는 대리 

signcryption키와 signcryp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

시지를 signcryption한다. 위임장과 signcryption 된 메

시지를 받은 검증자는 원 signcrypter A의 공개키와 대

리 signcrypter B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unsigncryption 

할 수 있는 key를 생성하게 되고, unsigncryption 알고

리즘에 따라 인증과 복호화를 수행하게 된다. 

 

4.1 일반적인 대리 Signcryption 기법 

 

일반적인 대리 Signcryption 기법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1) Parameter Generation: PG(1k)  

PG는 공개/비밀 매개 변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으로 

k는 보안 매개 변수이다. 이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시스

템 매개 변수(Public parameters, Secret parameters)가 

생성된다.  

(2) Key Extraction: KE(Public parameters, Secret 

parameters) 

KE는 시스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공개키/개인키 쌍(PKID, SKID)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3) Proxy Delegation Protocol: DP(PKA, SKA, PKB, SKB)  

 DP는 원 signcrypter A와 대리인 B에 의하여 

수행되며, 각자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대리 

signcryption키 SKP를 생성하는 프로토콜이다.  

(4) Proxy Signcryption: PS(SKP, M) 

PS는 메시지 M에 대하여 대리인이 signcryption을 

수행하여 암호문 pσ 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5) Proxy Verify: PV(PKA, PKB, pσ)  

PV는 검증자가 대리인이 생성한 암호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암호문이 유효할 경우 

복호화 과정을 통하여 원문 M을 얻게 되고, 유효하지 

않을 경우 거짓을 반환한다.  

(6) Proxy Identification: PID(pσ)  

PID는 검증자가 대리인 B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이다.  

 

4.2 여러 가지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들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 기반 대

리 Signcryption 기법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성을 비

교하고자 한다.  

 

4.2.1 기본적인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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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Xiangxue Li등[10]은 Bilinear Pairing을 이용

한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처음 제안하

였다. 처음으로 기존의 대리 Signcryption 기법에 아이

디 기반의 암호 체계를 적용시킴으로써 공개키 생성과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허나 Xiangxue Li

등이 제안한 아이디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은 원 

Signcrypter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전달할 때 공격의 

[표1] Xiangxue Li와 Kefei Chen의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10]과 Qin Wang과 Zhenfu Cao의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12]의 계산량 비

교 

알고리즘 [10] [12] 

대리 signcryption키 생성 1A + 3M + 1E + 3P  4A + 5M + 2P 

대리 Signcryption 2A + 2M + 2E+ 2P 3M + 1P 

UnSigncryption / 검증 4E + 8P  1A + 1M + 3P 

대리인 검증 2E + 4P  1A + 1M + 2P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채널로 전달해야만 한다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2005년 Qin Wang등[12]은 보다 효율적인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원 signcrypter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보낼 때에 공개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해도 대리 signcryption키가 노출

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 기법[10]

보다 계산량과 암호문의 길이를 감소시켰다는 면에서 

큰 발전이 있다. [표1]은 Xiangxue Li등의 기법과 Qin 

Wang등의 기법의 계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A는 덧셈, 

M은 곱셈, P는 Pairing 연산, E는 지수 연산을 나타낸다. 

덧셈과 곱셈 연산에 비하여 지수 연산과 Pairing 연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Qin Wang등의 기법은 이전 기법에 비하여 계산량을 상

당히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2005년 Qin Wang등[17]은 인증서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과 함께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2008년 Hassan 

Elkamchouchi등[15]은 부분 위임 대리 서명의 기능을 

지닌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제안하였다. 

 

4.2.2 아이디 기반 Threshold 대리 Signcryption 기법 

 

Threshold 대리 서명 기법이란 서명 권한을 위임 받

은 n명의 대리인들이 존재하고, 대리인 t명 이상이 서명

을 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대리 서명이 생성되는 

기법[13]을 말한다. 이러한 Threshold 대리 서명 기법

과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 기법을 조합한 것이 아이

디 기반 Threshold 대리 Signcryption 기법이다. 이 기

법은 2007년 Fagen Li등[16]에 의해서 제안 되었으며 

Threshold 대리 서명 기법과 마찬가지로 n명의 대리 

signcrypter들이 존재하고, t명 이상의 대리인들이 협력

하여 signcryption을 수행함으로써 암호문을 생성할 수 

있으며 t-1명 이하의 대리인들이 signcryption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법은 

signcryption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위임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서명 생성 및 암호화가 가능하

게 하기 때문에, 실 생활에 적용하였을 때 오로지 한 명

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

한 남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4.2.3 아이디 기반 다중-대리 다중-Signcryption(Multi 

Proxy Multi-Signcryption) 기법 

 

다중-대리 다중-서명(Multi-Proxy Multi-Signature)기

법이란 다수의 원 서명자 그룹과 다수의 대리 서명자의 

그룹이 존재하고, 원 서명자 모두가 대리 서명 키 생성

에 참여하고 그것을 전달 받은 대리 서명자들이 모두 

대리 서명 생성에 참여해야만 유효한 대리 서명이 만들

어 지는 기법으로, 2004년 Hwang등[14]이 처음 제안하

였다. 이러한 다중 대리 다중 서명기법과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기법을 조합한 것이 아이디 기반 다중-대

리 다중-Signcryption 기법으로, 2007년 Sunder Lal등

[6]이 처음 제안하였다. 이후 2009년 Zhou Xiaoyan등

[18]이 Sunder Lal등의 기법이 잘못된 형식의 Pairing을 

사용하여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아이디 기반 다중-대리 다중-

Signryption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업 환경의 경우에 하

나의 문서에 대하여 여러 부서의 대표자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고, 그 대표자들의 부재로 인하여 각 대표자의 

대리 서명자에게 서명을 받고, 암호화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법은 실 생활에 적용할 경우 

상당히 유용하다.  

 

5. 결론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아이디 기반 

암호 체계는 공개키를 생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 

교환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 정보(아이디 등)를 이용하여 공개키를 

생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개키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대리 서명 기법은 원 서명자가 

부득이하게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선택한 

대리 서명자에게 서명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대리 

서명자가 원 서명자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서명과 암호화 기법을 통합한 

Signcryption 기법은 하나의 기법으로 메시지의 

기밀성과 인증을 모두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법들의 장점을 한번에 얻을 수 있는 기법이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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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을 이해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아이디 기반 Signcryption 기법과 대리 서명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다양한 아이디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의 특징 및 성능을 기술하였다.  

여러 형태의 대리 서명 기법들이 존재하는 만큼 

그것들을 활용한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들이 제안되었으나, 다른 아이디 기반 기법들에 

비하여 다양성이 부족하고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하나의 기법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기법들에 비하여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계산량과 

통신 횟수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일대다 통신이 확산되는 만큼, 브로드캐스트 

환경에 적합한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이 

제안될 경우 실 생활에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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