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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와 무선통신의 발달로 모바일 기기를 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캐스트 네트워

크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캐스트 통신 환경에서 보안성을 제공하기 

해 사용되는 그룹키를 달하고 리하는 것이 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연구도 꾸 히 진행 되

고 있으며, 본 논문은 기존연구(LKH)를 바탕으로 상 으로 역폭이 은 모바일 환경에서 키-인덱

스를 이용하여 키를 갱신하고 동기화하는 메시지의 양을 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 되고, YouTube, 다음TV팟, aFreeca 등 멀티미디

어의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유료로 서

비스되는 컨텐츠나, 허가된 사용자만이 참여하는 화상회의

의 경우 보안은 요한 문제가 된다.

  기존의 데이터 송방법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1:1

로 암호화해서 송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버와 네트워크에 부하가 커지게 된다[7]. 

  멀티캐스트 통신을 이용함으로써 서버와 네트워크에 

한 부하를 해결 하 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경

로로 동시에 송하고, 정해진 역의 주소를 사용하는 특

성상 데이터에 한 근과 수집이 용이하고, 보안에 취약

하다. 이에 따라 안 한 데이터 송을 해 암호화가 요

구되고, 송수신자가 공유하게 되는 키를 그룹키라 하고,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 인 보안성을 제공하기 해 그룹키는 그룹 멤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경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그룹키 

리 기법의 안 성 평가는 아래와 같다[6].

Backward secrecy: 멤버가 추가되었을 때 새로운 멤버는 

참여하기 이 의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없다.

Forward secrecy: 탈퇴한 멤버는 탈퇴 이후의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없다.

  그룹이 커지고, 멤버수가 증가하게 되면 키를 갱신하는 

메시지를 송하기 한 메시지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소

모가 많아지게 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기존의 키 갱신 알고리즘을 알아보

고, 3장에서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역폭이 낮은 무선 네

트워크를 해 송되는 키 갱신 메시지의 크기를 이기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

하여 효율성을 검토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그룹키 리 기법의 기존 연구

  그룹키 리를 해서 키를 갱신하는 경우 논리  키 

계층(LKH : Logical Key Heterarchy)[1]가 효율 이기 때

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있다[5]. LKH

를 기반으로 One-way Function을 이용하여 멤버 추가에 

한 키 갱신 메시지를 인 LKH+[2]와 OFT(One-way 

Function Tree)[3], PRG(Pseudo-Random-Generator)를 

이용하는 방식[4] 등이 있다. 

  LKH는 (그림 1)과 같이 이진 형태의 키트리를 형성 하

고, 그룹 멤버는 각 키트리의 말단 노트와 응되고, 트리

상의 모든 노드는 개개의 키를 가지게 된다. 호스트는 자

신으로부터 루트노드 사이에 경로키를 가지게 된다. 를 

들어 호스트 H1은 {K1, K12, K1-4, K1-8} 4개의키를 가

지게 된다. 이들  K12와 K1-4의 경우 그룹키를 암호화

해서 달하기 한 키 암호화키(KEK : Key Encryption 

Key)[6]이 된다.

  그룹 멤버가 참여 혹은 탈퇴 하는 경우 보안을 유지하

기 해 그룹키를 비롯하여 해당 멤버에서 루트 노드에 

이르는 경로상의 키를 변경하고, 변경된 키들에 향을 받

는 노드에 변경된 키를 달한다.

- 900 -



제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1. 11)

(그림 1) 8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이진 키 트리

 

  

구성원이 추가 탈퇴할 때의 LKH와 LKH+의 키 변화와 

키 갱신과정은 다음과 같다[6].

LHK

  (그림 1)에서 H6에 응하는 멤버에 변화가 생겼을 때.

① 경로상의 키{K1-8, K5-8, K56}를 {K'1-8, K'5-8, 

K'56}로 변경

② H5에 K'56를 K5로 암호화해서 달

③ H5에 K'5-8를 K'56로 암호화해서 달

④ H7, H8에 K'5-8를 K7-8로 암호화해서 달

⑤ H5, H7, H8에 K'1-8를 K'5-8로 암호화해서 달

⑥ H1, H2, H3, H4에 K'1-8를 K1-4로 암호화해서 달

 N : 멤버의 수,    K : 키의 길이

 ②③④⑤⑥에서 키 송이 일어난다.

 (2(log2N)-1)K = (2d-1)K

LHK+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One-Way HASH 함수를 통해 

키를 갱신하기 때문에 멤버 탈퇴에는 용할 수 없다.

그림 1에서 H6에 응하는 멤버가 추가 될 때.

① H6의 인덱스(I-H6)를 각 멤버에 달

② H6에 K'1-8과 K'5-8를 K6로 암호화해서 각각 달

③ H6에 K'56을 K6로 암호화해서 달

④ H5에서 h(K56)을 이용해 K'56을 갱신

⑤ H5, H7, H8 에서 h(K5-8)를 이용해 K'5-8를 갱신

⑥ H1, H2, H3, H4, H5, H7, H8에서 h(K1-8)를 이용해 

K'1-8를 갱신

 ①에서 추가된 멤버의 치 값(I-H6) 송이 일어난다.

 ②③에서 키 송이 3회 일어난다. 

 (log2N)K+I = dK+I

3. 제안방식(LKH+Ki)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키를 암호화해서 직  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키를 달하는 횟수를 이는데 이 

맞춰져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LKH+Ki)은 

키의 인덱스 값을 달하여 키 갱신에 필요한 메시지의 

크기를 이는데 하고 있다.

  키 리서버(GKMS: Group Key Management System)

로부터 그룹키를 One-Way HASH함수를 이용하여 8배수

의 HASH 값을 생성한다. 이를 다시 8bit 단 로 잘라 블

록을 생성하고, 키 길이단 로 잘라서 8개의 키 블록 세트

를 생성 한다. 이로 인해 8*(K/8)의 배열이 생성한다. 그

리고 GKMS로부터 달 받은 키-인덱스 값으로 단 블록

을 조합하여 키를 생성하고 서버와 동기화 하게 된다. 

  1개의 단  블록을 키-인덱스로 표 함으로써 단 블록

의 크기 8bit를 키-인덱스의 크기 3bit로 어들어 송되

는 체 데이터의 크기를  일수 있다.

 시

01000101 01010010 10101010 … 10101010 K

10101010 01010101 01010101 … 01010101 h(K)

00101101 10101011 10100111 … 10010010 h(h(K))

01000101 00100100 01001001 … 01010100 h(h(h(K)))

01111011 01010110 10010110 … 10101010 h(h(h(h(K))))

11101001 00010010 10101010 … 01010110 h(h(h(h(h(K)))))

11101101 10001010 10101110 … 10001010 h(h(h(h(h(h(K))))))

01010111 11010000 11100011 … 11110001 h(h(h(h(h(h(h(K)))))))

키-인덱스 : 100 010 110 … 011

Key : 01111011 10101011 10101110 … 01010100

(그림 2) 키 생성 방식

  (그림 2)는 클라이언트는 GKMS로부터 달 받은 그룹

키(K : 01000101 01010010 10101010 … 10101010)로부터 

One-Way HASH 함수를 이용하여 8배수의 HASH 값을 

생성하고, 키-인덱스(100 010 110 … 011)를 이용하여 해

당 치에 있는 블록을 조합하여 새로운 키(01111011 

10101011 10101110 … 01010100)를 생성한다. 서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키를 생성하면 서버와 키를 동기화 한다.

  LKH+Ki에서의 구성원이 추가되고 탈퇴할 때의 키 변

화와 갱신과정은 다음과 같다.

 멤버 추가

① H6의 인덱스(I-H6)를 각 멤버에 달

② H6에 그룹키(K’1-8)를 K6으로 암호화해서 달

③ 각 멤버에서 그룹키(K’1-8)이용하여 One-Way HASH 

함수로 8배수 HASH 값 생성

④ H6에 Ki'5-8, Ki'56을 K6로 암호화해서 달 

⑤ H5에서 h(Ki56)을 이용해 Ki'56을 갱신

⑥ H5, H7, H8 에서 h(Ki5-8)를 이용해 Ki'5-8를 갱신

⑦ H1, H2, H3, H4, H5, H7, H8에서 h(Ki1-8)를 이용해 

Ki'1-8를 갱신

 Ki(Key-Index): 8배수의 HASH 값에서 키블록의 좌표

 ①에서 추가된 멤버의 치 값(I-H6)이 달, ②에서 

키 송, ④에서 키-인덱스의 송

 K+(log2N-1)Ki+I =K+(d-1)Ki+I 

- 901 -



제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1. 11)

멤버 탈퇴

① 경로상의 키-인덱스{Ki1-8, Ki5-8, Ki56} 를 {Ki'1-8, 

Ki'5-8, Ki'56}로 변경

② H5에 Ki'56, Ki'5-8를 K56로 암호화해서 달

③ H7, H8에 Ki5-8를 K7-8로 암호화해서 달

④ H5, H7, H8에 Ki'1-8를 K'5-8로 암호화해서 달

⑤ H1, H2, H3, H4에 K'1-8를 K1-4로 암호화해서 달

 ②③④⑤에서 키-인덱스의 송

 (2log2N-1)Ki =(2d-1)Ki

4. 효율성 분석

2장에서 소개된 기존 알고리즘 LKH+와 이 논문에서 제

안하는 LKH+Ki에서 사용되는 장 공간과 네트워크 트

래픽 량을 비교한다.

(그림 3) 사용자 증가에 따른 장 공간 비교

키 리 서버 클라이언트

LKH (2d-1)K dK

LKH+Ki K(KS+N)+(2d-1)Ki K*KS +dKi

(표 1)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장공간 

(그림 4) 사용자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추이

구성원 추가 구성원 탈퇴

LKH dK+I (2d-1)K

LKH+Ki K+dKi+I (2d-1)Ki

(표 2) 구성원 변화에 따른 키 갱신 메시지 크기

  의 표에서는 아래의 기호와 값을 사용한다.

N : 사용자의 수(EA) KS : Key-Set 개수(8EA)

K : 키 의 크기(256 bits) Ki : 키-인덱스 사이즈(96bits)

d : 트리의 깊이(d=log2N) (Ki=log2KS/KB*K)

I : 호스트-인덱스 사이즈(32bits) KB : Key-Block 사이즈(8bits)

  LKH+Ki에서 8배의 HASH 값을 장하게 되어 (그림 

3)과 같이 기 메모리의 소비가 큰 편이나, 사용자의 수

가 증가하게 되면, 작은 크기의 키-인덱스를 장하는 

LKH+Ki와 기존 시스템이 큰 차이가 없거나 좀더 어 

든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림 4)에서는 키 갱신에 사

용되는 메시지의 크기가 기존 시스템에 비해 확연하게 

어 든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LKH+Ki는 기존 LKH+와 비교하여 

그룹 리자와 그룹 구성원의 키 장 공간은 크게 증가

되지 않으면서, 키 갱신 메시지의 크기를 임으로 인해 

무선 네트워크에서 키 갱신과 GKMS와 키를 동기화 속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에서 8배의 HASH값을 생성하고, 키

를 조합하기 한 연산이 늘어난다는 단 과 안정성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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