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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은 송신자가 수신자 집합을 지정하여 생성한 암호문을 공개된 채널을 통해 전송하면, 수신자 집합에 속하

는 정당한 사용자만이 메시지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 기법이다. 2005년도에는 공모공격에 안전하며 상수크기의 암호문과 비밀키를

가지는 페어링 기반의 기법이 Boneh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페어링 기반의 기법은 사용자로부터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리소스에 제한이 있는 기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Boneh 등의 기법을 기반으로 브로드캐스트 암호

시스템에서 암호문을 효율적으로 복호화 하는 기법(BEWD)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복호화 시에 요구되는 페어링연산과 다

른 사용자들의 공개키가 쓰이는 연산을 제 3자인 프록시 서버에 위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연산량을 줄인다. 또한 사용자는

서버의 올바른 계산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BDHE가정 하에 선택적인 IND-RCCA에 안전한 기법이다.

Abstract

In a Broadcast Encryption System, a sender sends an encrypted message to a large set of receivers at once over an insecure 
channel and it enables only users in a target set to decrypt the message with their private keys. In 2005, Boneh et al. proposed a 
fully collusion-resistant public key broadcast encryption in which the ciphertext and the privatekey sizes are constant. In general, 
pairing-based broadcast encryption system is efficient in bandwidth and storing aspects than non-pairing based broadcast encryption 
system, however, it requires many computational costs that resource-constrained devices is not suit to be appli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Broadcast Encryption scheme(called BEWD) that user can decrypt a ciphertext more efficiently. The scheme is based 
on Boneh et al.scheme. More precisely, it reduces receiver’s computational costs by delegating pairing computation to a proxy 
server which computation is required to receiver in Boneh et al.scheme. Furthermore, the scheme enables a user to check if the 
proxy server compute correctly. We show that our scheme is secure against selective IND-RCCA adversaries under l-BDHE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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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요

공개키 암호시스템은 암/복호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키

를 사용하여 안전한 통신을 하는 암호 기법으로 대칭키 암

호시스템의 키 공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6년 Diffie와
Hellman에 의해 처음 개념이 제시되었다

[1]. 송신자는 수신

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수신자는 자

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복호화 한다. 일반적으

로 공개키 암호시스템에서는 송/수신자간 일대일로 메시지

교환을 한다. 하지만, 송신자가 다수의 수신자에게 같은 메

시지를 보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개키 암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자는 수신자 각각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다수의 암호문을 생성해야 했다. 이는 전체 암호문의 크기

가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송량이 커지는 문제

가 발생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신자 집합에게 새로운 키

를 부여하여 복호화 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수

신자 집합이 설정될 때마다 새로운 키를 생성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키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공개키 암호시스템에서 임의의 사용자 집합이 수

신자가 될 때 발생하는 전송량 또는 키 관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1994년 Fiat와 Naor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암호

시스템(Broadcast Encryption)[2]
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은 송신자가 수신자 집합을 지정

하여 생성한 하나의 암호문에 대해 수신자 집합에 속하는

정당한 사용자만이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암호 기법이다.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에서 암호문은 풀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있다. 송신자가 공개키를 이용하여 대칭키를 암호

화한 부분인 헤더 와 수신자 집합 를 브로드캐스트 암

호문의 풀헤더라 하며, 대칭키를 이용하여 메시지 을 암

호화 한 암호문 을 브로드캐스트 암호문의 바디라고 한

다. 송신자가 공개된 채널을 통해 암호문      

을 전송하면 복호화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만이 비밀키를

이용해 대칭키를 구하여 메시지 을 얻는 구조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은 페어링

을 기반으로 한다. 페어링 기반의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

템은 다른 공개키 브로드 캐스트 암호시스템과 보다 전송

량과 저장량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만 사용자로부터

많은 연산량을 요구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3]. [4]에 따르면

타원곡선위에서의 페어링연산은 지수연산보다 약 10배
정도의 연산량을 요구한다. 이에 제한된 리소스를 가져 페

어링과 같은 무거운 연산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는 기기들

의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페어링 위임 프로토콜개념

이 제시되었다
[5,6]. 페어링 위임 프로토콜이란 페어링 연산

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제 3자인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

여 페어링 연산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는 프록

시 서버가 연산을 올바르게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록시 서버는 아웃소싱을 하는 동안 비밀정보(실제 페어

링하려고 하는 값)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가 낮은 신뢰도를 갖더라도 안전하게

된다. 

2. 관련연구

Fiat와 Naor가 제안한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
[2]
은 정

당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공모공격을 하는 경우, 총 공모자

의 수가 어떤 임계값(threshold)보다 적을 때 안전성이 증명

된다. 이후에 Naor등에 의해 공모자의 수의 제한 없이 공모

공격에 안전한 기법
[7]
이 제시되었으나 이 기법은 암호문과

비밀키가 폐지된 사용자의 집합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폐지된 사용자의 집합의 크기가 작아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그 후 Dodis와 Fazio는 Naor 등의 기법을 기반으로 최초로

선택 암호문 공격(CCA)에 안전한 공개키 기반의 브로드캐

스트 기법
[8]
을 제안하였으나 이 기법은 폐지된 사용자의 수

가 어떤 임계값 보다 작아야하고 암호문의 크기가 에

비례하였다. 2005년도에는 Boneh 등에 의해 암호문과 비

밀키가 상수 크기를 가지며 공모자 수에 관계없이 공모공

격에 안전한 기법(BGW기법)이 최초로 제안되었다
[9]. 

Boneh 등은 표준 가정(standard assumption)보다 강한 가정

인 비표준 가정 -BDHE문제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선택적

인 선택 평문 공격(SCPA)에 안전한 기법과 선택적인 선택

암호문 공격(SCCA)에 안전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때 암

호문과 비밀키가 상수 크기를 가지는 기법은 공개키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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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수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졌다. 2007년도에는 최초로

아이디 기반의 브로드캐스트 암호 기법
[10]

이 제안되었다. 
이 기법은 BGW기법 보다 짧은 길이의 공개키를 가지나

SCPA에 안전성이 증명되었다. 이후 어댑티브모델로 안전

성을 증명한 기법
[11]
이 제시되었으나 이 기법에서도 공개키

의 크기가 총 사용자수에 비례하였고 표준 가정을 사용하

지 않았다. 2010년도에는 Lewko등은 듀얼시스템 암호를

이용하여 어댑티브 모델에서 DBDH(Decisional Bilinear 
Diffie-Hellman)문제와 D-Lin문제(Decisional Linear prob-
lem)의 어려움을 가정하여 안전성을 증명한 기법

[12]
을 제안

하였으나 암호문의 길이가 폐지된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였

다. 2012년도에는 Phan과 Pointcheval 등이 어댑티브

CCA(ACCA)에 안전하며 암호문이 상수 크기를 가지는 동

적 브로드캐스트 암호 기법
[13]

을 제시하였다. 이 기법은 표

준 가정(standard assumption)으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

으며 공개키의 크기가 총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였다. 최근

에는 BGW기법을 기반으로 비대칭 페어링을 이용하여 전

송량을 줄인 기법
[14]

이 제시되었으나 BGW기법과 마찬가

지로 총 사용자수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지는 공개키를 가

진다. 
앞에서 언급한 효율적인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들은

모두 페어링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리소스가 적은 기기

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페어링 기반의 브로드캐스트 암호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를 지니는 페어링기반의 아이디기반 암호시스템(Identity 
Based Encryption, IBE)과 속성기반 암호시스템(Attribute 
Based Encryption, ABE)에서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발한 연구가 있었다. 2011년도 속성기반 암

호시스템에서는 암호문의 전송량과 사용자의 연산량을 줄

이기 위해 Green등이 CPA에 안전한 CP-ABE 아웃소싱 기

법
[15]

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Waters의 속성기반 암호 기

법
[16]

이 SCPA에 안전할 때 SCPA와 재사용 가능한 선택 암

호문 공격(RCCA)에 안전하게 된다. 이외에도 페어링 위임

프로토콜
[5,6] 개념을 이용한 아이디 기반의 아웃소싱기법

[17]

이 제안되었는데, 이 기법은 Boneh 등의 IBE기법
[18]
이 IND- 

ID-CCA에 안전할 때 IND-ID-CCA에 안전한 기법이다.
 

3. 기여도

본 논문에서는 암호문과 비밀키 크기측면에서 효율적인

BGW기법에 제 3자인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

트 암호문을 효율적으로 복호화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BGW기법과 달리 두 개의 변환

키를 생성하고 이 두 변환키를 이용하여 복호화를 한다. 제
안하는 기법에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첫 번째 키는 프록

시 서버가 기존의 BGW기법의 암호문을 엘가말 타입의 암

호문
[19]

으로 변환시킬 때 사용하는 키로 본 논문에서는 공

개 변환키()라고 부른다. 두 번째 키는 사용자가 엘가

말 타입의 암호문을 복호화 할 때 쓰이는 키로 본 논문에서

비밀 변환키()라고 부른다. 두 변환키를 생성하기 위해

비밀키에 난수값을 지수승하여 변환키를 생성하였던

[15,17]기법의 방법을 그대로 BGW기법에 적용하는 경우

수신자가 다른 사용자의 공개키를 가지고 그 외의 연산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 필요한 공개키를

송신자가 암호문과 함께전송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공개키

를미리 저장하는 방법이 있으나 암호문의오버헤드측면과

사용자의 저장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하

는 기법에서는 [15,17]기법과는 달리겹선형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그룹 G에서의난수값을 마스킹값으로 사용하여 두

변환키를 생성한다. 그리고 단계에서 총 사용자수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지는 공개키 를 서버에 저장하고, 상
수개의 공개키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복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에서 공개 변

환키 를 받은 서버는 저장된 공개키와 함께 페어링연

산과 다른 사용자들의 공개키가 사용되는 연산을 수행한

뒤 부분 복호화된 암호문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

는 단계에서 상수개의 공개키와 비밀 변환키 

를 이용하여 지수연산과 같은 단순한 연산들을 통해 메시

지를 얻는다. 본 기법에서는 연산량이 좋은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기존의 BGW기법에서 복호화 시에 요구되는 페

어링연산과 다른 사용자들의 공개키가 사용되는 연산을 서

버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연산량 측면에서 효율적

인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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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가 크기의 비

밀키와 공캐키만을 가지고 페어링연산과 같이 무거운 연산

을 수행하지 않고도쉽게 복호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스마트폰과 같이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는 기기로도클

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기기들은 자신이 원하는컨텐츠가 있을 때 클라우드

서버에 공개 변환키를 전송하고,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받

은 크기의 암호문과 기기에 저장된 크기의 비밀

키와 공개키를 가지고 정도의 지수연산을 통해 메시

지를 얻어볼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에서 사용자는 부

분 복호화된 암호문이 서버의 올바른 계산을 통해 나온값

이맞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서버는 위임연산을 하는 동안

사용자의 비밀키, 비밀 변환키, 메시지와 같은 비밀정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면 CPA에 안전한 브로드

캐스트 암호시스템 존재 하에 RCCA에 안전한 브로드캐스

트 암호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5년
도에 제안된 BGW기법을 기반으로 랜덤오라클 모델에서

안전성을 증명한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기법의 이

해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RCCA에 안

전성이 증명된 기법을 제안하며 Ⅳ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안전성 증명을 한다. Ⅴ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에 대한 분석

을 하고,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배경지식

1. 복호화 위임을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
시스템의 정의

복호화 위임을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Broad- 
cast Encryption with Outsoucing the Decryption, BEWD)
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브로드캐

스트 암호시스템에서 는 수신자 집합을, 은 총 사용자

의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번째 사용자를

나타낸다. BEWD의  알고리즘과  알고리

그림 1. 복호화 위임을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BEWD)
Fig. 1. Broadcast Encryption System with delegation of decryption 
(BEWD) 

즘은 BGW기법
[9]
에서의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 : 알고리즘은 총 사용자 수 을입력받고, 공
개키 와 모든사용자에 대한 비밀키 ∈를출력

한다. 단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키

∈와 알고리즘에 필요한 공개키, 서버의

올바른 연산을 검증할 때 쓰이는 공개키를 저장한다, 
총 사용자수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지는 공개키 는

서버에 저장하며 송신자는 암호화 시 공개키를 서버에

서 받아온다.  
– : 암호 알고리즘은 수신자 집합

 ⊆, 공개키 와 메시지 을 입력받으면, 
암호문 을 출력한다. 

–  :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나타내는 와 비

밀키 를입력받으면, 사용자 의 두 변환키 
와


를 출력한다. 여기서 

는 서버와 사용자간에

사용하는 공개키이며 
는 사용자가 비밀로 유지하

는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를 공개 변환키라 부르

며 
를 비밀 변환키라 부른다.

–
 : 알고리즘은 와 사용자 

의 공개 변환키 
, 브로드 캐스트 암호문 와 공

개키를입력받는다. 알고리즘은 ∉인 경우 ⊥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와 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복호화한 엘가말형태의 암호문  ′을출
력한다.

–  
  ′  : 알고리즘은 와 엘가말형태암

호문  ′ , 비밀 변환키 
를입력받는다.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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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 부분적으로 복호화 되어있지 않다면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만약 알

고리즘의 출력 값이 ⊥이면 알고리즘도 마찬

가지로 ⊥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알고리즘은


와 검증에 필요한 공개키들을 이용해  ′을 복

호화 하여 메시지 을 구한다. 이때 알고리즘은 서버

의 연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검증을 한다. 만약 검증

에 통과한 경우 을출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을

출력한다. 

2. 복호화 위임을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모델

반복불가능한 선택 암호문 공격에 의한 평문 구분불가

능성(IND-RCCA)을 만족하는 BEWD의 안전성 모델은 다

음과 같다. 어떠한 다항식시간(polynomial-time)안에 공격

자 가챌린저 와의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무시할 수 있

는(negligible) 값일 때, 그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은

IND-RCCA을 만족한다고 정의한다. 총 사용자의 수 은

공격자 와 챌린저 에게 주어진다. 다음은 선택적인

IND-RCCA에 대한 안전성 모델이다.

–: 공격자 는 공격할 수신자 집합  ⊆을

챌린저 에게 전송한다. 
–: 챌린저 는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공개키

와 집합 ＊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용자에 대한 비

밀키 ∈ 와 알고리즘에 필요한 공개키를

공격자 에게 전송한다.
– : 공격자 는 변환키 질의  와 복호질

의 가 가능하다. 챌린저 는테이블 를 초기

화 하고 공격자의 질의를 다음과 같이 답한다.
·  : 공격자 가 변환키 질의를 하면 챌린

저 는 알고리즘을 수행한뒤 공격자가 요청

한 사용자 에 대한 변환키 
를 공격자 에게 전

송하고,  를테이블 의 번째 행에 저장

한다.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나온 두 변환키

중사용자가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값인 
는 전송

하지 않는다)
· ′ : 공격자 는 사용자 와 부분 복호

화된 암호문  ′를 입력한다. 챌린저 는 테이블

의 번째 행에 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

우 ⊥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메시지 을

출력한다.
– : 공격자 는 길이가 같은 두 메시지 

을 선택하여 챌린저 에게 전송한다. 챌린저 는

∈를 임의로 뽑은 뒤 에 관한 브로드캐스트

암호문 를 계산한다. 는 공격자 에게챌린지로

을 전송한다.    
– :  는  과 유사하다.
·  :  과 같이 공격자 는 사용자 에

대하여변환키질의를하고, 공개변환키 
를받는다.

· ′ : 공격자 가 에서 내놓은

  또는 을 메시지로 갖는 암호문에 대한 복호질

의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와 같다.
– : 공격자 는 에 대한응답으로  ′∈을챌

린저 에게 전송한다.

*  재사용 가능한 선택 암호문 공격에 대한 안전성
[20]

일반적으로 선택 암호문 공격(CCA)에 대한 안전성은 공

격자로부터 임의의 암호문에 대한 변형불가능성(Non-mal-
leability)을 제공해야한다. 이는 CCA에 안전한 기법에서의

공격자는 Challenge단계에서 내놓은 메시지와 같은 의미를

갖는 암호문을 생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때 재사용

가능한 선택 암호문 공격(Replayable-CCA:RCCA)이란 공

격자가 에서 내놓은 메시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

는 암호문에 대해서는 복호질의를 할 수 없는 공격이다. 재
사용 가능한 선택 암호문 공격은 선택 평문공격(CPA)보다

는 강력하지만 CCA보다는 약간의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겹선형 함수

위수를소수 로갖는곱셈군 와 가있고, 의생성

원(generator)이 라고 가정하자. 군 와 에서 모두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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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문제(discrete logarithm problem)가 어렵다고 가정한다

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를 겹
선형 함수(bilinear maps)라 한다.

1) 겹선형성(bilinearity): 임의의 두 원소  ∈와  

∈
에 대해   가 된다.

2) 비소실성(non-degeneracy):   ≠을 만족하는

∈가 존재한다.
3) 계산 가능성(computability): 임의의  ∈에 대해

서   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4. BDHE-가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의 안전

성은 결정적 BDHE(Decisional Bilinear Diffie-Hellman 
Exponent)가정에 기반 한다.

정의 1. BDHE-가정(Bilinear Diffie-Hellman Exponent 
assumption)

군 는 소수 를 위수로 갖는다고 가정하자. l-BDHE가

정이란 다음과 같은 집합      
 ∈  ∈{

 }이 주어졌을 때 
  ∈을 의미 있는

(non-negligible)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알고리즘 가 존재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알고리즘 가 
  

를 계산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 

정의 2. 결정적 BDHE-가정(Decisional Bilinear 
Diffie-Hellman Exponent assumption)

이 가정은 군 에서 결정적(decisional) BDHE문제이다. 

이때 이라고 가정한다. -DBDHE

가정이란 다음과 같은 집합 이 주어졌을 때, 

값이 
ㅣ  

인지 임의의 난수인지를 의미 있는 확률

로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 알고리즘 는 -BDHE문제를 푸는데 다음과 같은 이

점(advantage)을 가진다.  

 

  


         ≤

III. 제안하는 기법

본 절에서는 BGW기법 중 비밀키와 암호문이 상수크

기를 가지며 CPA에 안전한 기법에 Fujisaki와 Okamoto의
변환기법[21]을 이용하여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RCCA
에 안전한 기법으로 변환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BGW의

기법과 달리, 공개키 파라미터에 두 개의 해쉬 함수 
  

→,  
→와 검증에 필요한 공개

값    , 이 추가되었으며,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이 추가되었다.

– : 그룹 를 위수를 소수 로 갖는군이라 가정

한다. 알고리즘은 총 사용자 수 을입력받으면, 생성원

∈와 ∈를 임의로 선택한다. 그리고   와

 를 계산하며,   에 대하여

 


 를 계산하고 임의의 값 ∈ 을 뽑아    

으로 설정하며 임의의 해쉬 함수   
→,

  
→를 선택한다. 알고리즘은 공개키를

다음과 같이 

∈ 으로 설정하고, 사용자 ∈에

대한 비밀키를  
 

∈으로 설정한다. 알고

리즘은 공개키 와 명의 사용자에 대한 비밀키

∈ 들을출력한다. 단계가끝나면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키 ∈와 값    , 를 저

장하며, 공개키 는 서버에 저장한다. 송신자는 암호

화 시 공개키를 서버에서 받아온다. 
– : 그룹  는 위수를 소수 로 갖는

겹선형 군이라 가정한다. 알고리즘은 수신자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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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키 와 메시지 을 입력받는다, 
알고리즘은 에서 임의의 값 을 뽑은 뒤, 해쉬 함수

를 이용하여 두난수 값   ,   을 얻

는다. 알고리즘은 메시지를 암/복호 하는데 사용되는

대칭키
을 계산한다. 값 는 공

개키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알고리즘은 헤더 

를 다음과 같이  ∈




∈ 계산하고

대칭키 를 이용하여 을 와 같이 암호화하고, 

메시지 에 대한 암호문을   ⊕으로

설정한다. 알고리즘은 브로드 캐스트 암호문

  을 출력한다,   

–  : 알고리즘은사용자를나타내는 와비밀

키 를 입력받으면, 에서 임의의 값 을 선택하여

비밀변환키를 
로, 공개변환키를 

× 

으로 설정한 뒤 
와 

를 출력한다. 여기서


는 서버와 사용자간에 사용하는 공개키이며 

는 사용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값이다.
–

 : 알고리즘은사용자를나타

내는 와 공개 변환키 
  그리고 수신자 집합이 인

브로드캐스트암호문 와공개키를입력받는다. 알
고리즘은 ∉인경우 ⊥을출력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브로드 캐스트 암호문을     ,⊕

 이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을 계

산한다.

   


× 
∈≠

 





  , 

      

  알고리즘은 부분적으로 복호화된 엘가말 형태의 암호

문  ′     을 출력한다.

–  
  ′  :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나타내는 와 비밀 변환키 
, 엘가말 형태 암호문

 ′   를 입력받는다. 만약  ′가 부

분적으로 복호화 되어있지 않았다면 알고리

즘을수행한다. 알고리즘의출력값이 ⊥이라

면알고리즘도마찬가지로 ⊥을출력하고, 그렇지않다면

다음을 수행한다. 알고리즘은 
와 공개키   ,

 를 이용하여 
,  , 

⊕, 을 계산하고 두 식  


  






,    을 만족하는지 검증한다. 만

약검증에 통과하는 경우 부분 복호화된 암호문은 올바

른 공개 변환키를 통해 부분 복호화된 것이므로 사용자

는 메시지 을출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을출력

한다.  
–정확성

   




× 

∈≠

 ×   








 

 × ∈≠ 

       





 ×∈

    


 



×   


      







   


∈≠ 

      





 


× 
∈≠ 

    
ｔ　 



×   








  


  

 


×   









  


  

 


×   


   

×

Ⅳ. 제안하는 기법의 안전성 증명

보조정리 1. -BDHE 문제의 어려움을 가정할 때, BGW
기법은 선택적인 IND-CPA에 안전하다.
 
증명. BGW기법은 Decisional -BDHE 가정 하에 선택적

인 IND-CPA에 안전함이 증명되었다
[9]. 본 논문에서 구체

적인 증명은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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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리 2. BGW기법이 선택적인 IND-CPA에 대해 안

전할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BEWD기법은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선택적인 IND-RCCA에 안전하다. 

증명. 복호화 위임을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

이 있을 때, 선택적인 RCCA 환경에서 다항식 시간 이내

에 의미 있는 확률로 암호문을 구별할 수 있는 공격자 

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공격자 의 이득이 라

한다면, BGW기법에 대하여 선택적인 RCCA환경에서 

보다 약간 적은 이득을 갖는 시뮬레이터 를 설계할 수

있다. 총 사용자의 수 은 공격자 와 시뮬레이터 에게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 시뮬레이터 는 BGW 챌린저에게 공격할 사용자

집합을 내놓기 위해 공격자 를 실행시킨다. 공격자 

는 공격할 수신자 집합  ⊆을 시뮬레이터 

에게 전달하고, 시뮬레이터 는 로부터 받은  을

BGW 챌린저에게 전송한다.
–: 시뮬레이터 는 BGW 챌린저로부터 공개키

 ∈ 와 집합  에 속

하지 않은 모든 사용자에 대한 비밀키 ∈ 를 전

송 받는다. 시뮬레이터 는 임의의 두 해쉬함수 

  
→,  

→를 선택하며 비밀키

 ∉ 들과 값     를 공격자인 에게 전

송한다.
– : 공격자 는 변환키질의  와 복호질

의 가 가능하다. 챌린저 는테이블 를 초기

화하고 공격자의 질의를 다음과 같이 답한다. 
 ·   : 

공격자 가 시뮬레이터 에게 챌린지 사용자 집합

 에 속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변환키 질의를 하면,  
는 다음과 같이 “가짜의” 변환키를 생성한다. 시뮬
레이터 는 임의의 값  ′∈을 선택하여 사용자

에 대한 비밀 변환키를   ′로, 공개 변환키

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


×




    ′   

   


∈


×

  ′    

   ×
   ′ ×  

시뮬레이터 는 공격자 에게 공개 변환키 를

전송하고,    를 테이블 의

번째 행에 저장한다. 위의 값에서  ′
은  생성 시에 쓰이는 난수 의 역할을 한다.

  · :
1) 시뮬레이터 는 테이블 에 저장된 값  

 ′을 가지고   


 ′을 계

산한다.
2) 는 테이블 에 저장된 각각의 에 대

하여 
  

   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 만약 2)에서 매칭되는 테이블 값이 존재하지 않

다면, 는 공격자 에게 ⊥을 출력한다.
4) 만약 2)에서매칭되는테이블값이 두쌍이상 존

재한다면, 는 시뮬레이션을 중단한다. 
5) 3)4)과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  는 유일

하게 매칭되는 값이 되고, 시뮬레이터 는 테이

블 에서   를 찾는다.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격자 에게 ⊥을 출력한다.
6) 는   ,  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검

증을 한다.  
 ,  , 


  

ｔ  , ⊕

7) 검증에 모두 통과한 경우 시뮬레이터 는 공격

자 에게 메시지 를출력한다. 검증에 모두통

과하지 않을 경우, 에게 ⊥을 출력한다.

 – : 공격자 는 길이가 같은 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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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페어링

연산

지수

연산

위임

여부
Security ROM Assumption

BGW05[9]       NO SCCA NO n-BDHE , SUF

DEL07[10]   
 
  ≤ 


 
  ≤ 

NO SCPA YES GDDHE

GW09[11]           NO ACPA YES n-BDHES, PRF
LSW10[12]      NO ACPA NO DBDH, dLin

PPSS12[13]       NO ACCA NO n-BDHE,GKEA,
UOWHF

DGB13[14]        0 NO SCCA NO n-BDHE
제안하는 기법    0  YES RCCA YES n-BDHE 

표 1. 비밀키 사이즈가 인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들의 암호문, 공개키 사이즈와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연산량 및 안전성 비교 (:총 사용자의수, 
 :수신자 집합, :수신자 그룹의 최대 크기  ≤  ,  :탈퇴된 사용자의 수,  =사용자가 복호화 시에 사용하는 공개키 사이즈 )
Table 1. Security and efficiency comparison between broadcast encryption schemes with constant-size private-key (: number of total ,  : 
receiver set, : maximal size of receiver set  ≤  ≤  ,  : number of revoked users,  =public-key size required to user when decrypting )
( n-BDHE: n-Decisional Bilinear Diffie-Hellman Exponent assumption, SUF: Strongly Unforgeable, GDDHE: General Decisional Diffie-Hellman 
Exponent Assumption, PRF: Pseudo Random Function, DBDH: Decisional Bilinear Diffie-Hellman, D-Lin: Decisional Linear problem, GKEA,: 
Generalized Knowledge of Exponent Assumption, UOWHF: Universal One-Way Hash Function, SCPA: Selective Chosen Plaintext Attack, 
SCCA: Selective Chosen Ciphertext Attack, ACPA: Adaptive Chosen Plaintext Attack, ACCA: Adaptive Chosen Ciphertext Attack,  RCCA: 
Replayable Chosen Ciphertext Attack)

을 선택하여 시뮬레이터 에게 전송하고, 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1) 시뮬레이터 는 길이가 같은 두 임의의 값 을

선택하고 BGW 첼린저에게 보내면 챌린지 값

    을 전송받는

다.
2) 는 과같은길이를갖는  을임의로선택한다.

3) 는 2)에서 선택한 임의의 값을 이용하여 공격자

에게 챌린지로   을 전송한

다.     
– :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에 대한답을 하지만  ′에서

는 약간의 제한을 둔다.
·  :  과 같이 변환키 질의를 하고, 
사용자 에 대한 공개 변환키 

를 받는다.

·  ′ : 공격자 는 에서 받은

  또는 을 메시지로 갖는 암호문에 대한 복호질

의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와 동등하다.
– : 최종적으로 공격자 는 시뮬레이션을 중단하

거나, 에게 한 비트를 출력한다. 시뮬레이터 는 응

답을 무시하고테이블 에서  또는 이 있는지찾

는다. 테이블 에 ··형태의 질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는 임의의 한 비트를출력하고, 하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를 출력한다.           □

정리 1. 결정적 -BDHE 문제의 어려움을 가정할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BEWD기법은 선택적인 IND-RCCA에

안전하다. 

증명. 본 절의 보조정리 1,2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수 있다. 만약 의미있는 확률로 선택적인 IND-RCCA
에 안전한 BEWD기법의 안전성을깰수 있는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선택적인 IND-CPA에 안전한 BGW기법을깰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BGW기법은 결정적 -BDHE가정 하에 선택적인

IND-CPA에 안전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

안한 BEWD기법은 결정적 -BDHE 문제의 어려움을 가

정하였을 때 선택적인 IND-RCCA에 안전한 기법임이 증

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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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 석

본 논문에서는 Boneh 등이 제안한 기법을 기반으로 브로

드캐스트 암호시스템에서 수신자가 제 3자인 프록시 서버

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기법(BEWD)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사용자는 리소스가 적

은 기기를 가지고 기기에 저장된 크기의 비밀키와 공

개키로 간단한 연산을 거친 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브로드캐스트 암호문을 복호화하기 위해 기본

적으로 기기에 비밀키를 저장하고 있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표 1에서는 비밀키가 크기를 가지는 브로드캐스트 암

호시스템에 관하여 비교 및 분석을 한다. 
먼저 암호문과 비밀키가 상수크기를 갖는 효율적인

BGW기법
[9]
을 살펴보면, 이 기법은 브로드캐스트 암호시

스템의 총 사용자의 수가 명일 때, 암호문과 비밀키는

크기를 가지지만, 공개키는 크기를 가진다. 그리

고 이 기법은 수신자 집합이 일 때  크기의 공개키

가 필요하며 페어링연산이 요구된다. 만약 수신자 집합이

커지는 경우 많은 양의 공개키가 복호화 하는데 쓰이게 되

는데 이 공개키들을 송신자가 전송하는 경우　  + 크

기의 암호문을 전송해야 하므로 암호문의오버헤드가너무

커진다.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가  크기의 공개키를미

리 저장하는 경우 보통 ≈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기

에 많은양의 저장량을 요구하게 되므로 리소스가 적은 기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BGW기법과 마찬가지로 복

호화 시에  크기의 공개키가 쓰이는 PPSS기법과

DGB기법에서도 복호화 시에 페어링 연산이 요구되며 앞

에서와 같이 암호문의 오버헤드 또는 저장량의 문제가 발

생한다. 또한 DEL기법과 GW기법 같은 경우 공개키의 사

이즈가 수신자 집합의 최대크기  ≤ 에 비례하기 때문

에 수신자 집합의 최대 크기가 크게 설정된 경우 BGW기법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LSW기법과 같은 경우

공개키의 사이즈가 이며 표 1에 나와 있는 기법들중

에서 가장 좋은 가정을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복호화

시에 공개키를 사용하지 않고, 폐지된 사용자의 수에 비례

하는 크기를 가지는 암호문을 가지고 복호화 한다. 따라서

폐지된 사용자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암호문의오버헤드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1에 나와

있는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복호화 시에 페어링연산을 요구하며 공개키 또는 암호문의

사이즈로 인해 암호문의오버헤드측면 또는 저장량 측면에

서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겹선형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두 개의 변환키를 생성하고 서버에 공개키

를 저장하여 복호화 시에 사용자들의 공개키가 필요한

연산과 페어링 연산을 서버에게 위임함으로서 사용자의 연

산량을 줄였다. 수신자의 집합이 일 때 암호문과 비밀키

가 상수크기를 가지며 CCA에 안전한 BGW기법에서는 복

호화 과정에서 2번의 페어링연산과  번의 곱 연산이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반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사용자가

대칭키 를 얻기 위해 한 번의 지수연산과 1번의 곱 연산

을 수행하고, , 을 만족하는지검증하는데세번의 지

수연산과 한 번의곱연산을 수행한다. 즉, 사용자는 페어링

연산없이 총 네번의 지수연산과 2번의곱 연산을 통해 올

바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다른 기법들

과 달리 강력한 프록시 서버에 페어링 연산과 그 외 연산들

을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오버헤

드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정도의 저장량과

정도의 지수연산만이 요구되기 사용자의 효율적인

복호화가 가능하다. [15]에 의하면 100개의 속성을 포함하

는 암호문에 대해 사용자 모바일 기기만을 가지고 복호화

하는 경우 메시지를 얻는데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되었으

며 기기의 많은 배터리가 사용되었지만, 프록시 서버를 사

용하는 경우 프록시 서버가 부분 복호화를 하는데 2초가

소요되며 부분 복호화된 암호문을 가지고 사용자 기기 자

체적으로 연산하는 데에는 0.06초만이 소요되었다. 일반적

으로 프록시 서버는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함에 따라 효율

적인 연산을 위하여 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처리하는 경

우 n명의 사용자가 부분복호화를 요청시 총 ×⌈⌉초가

소요된다. 그리고 제안하는 기법은 BGW기법 중 SCPA에

안전한 기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BGW와 같은

가정인 n-BDHE문제의 어려움에 기반 한다.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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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기법을 통해 사용자는 제 3자인 프록시 서버로부

터 부분 복호화된 암호문을 전송받고 간단한 연산을 통해

메시지를 얻고자 함을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에서 제시

한 재사용 가능한 선택 암호문 공격(RCCA)에 대해 안전성

이 증명되며 안전성 증명 시에랜덤오라클이 사용된다. 하
지만 사용자가 복호화 시에 저장해야하는 공개키와 비밀키

의 사이즈와 암호문의 전송량, 메시지를 얻는데 요구되는

연산량 측면에서 다른 기법들보다 매우 뛰어나다. 또한 사

용자는 메시지를 얻는 과정에서 부분 복호화된 암호문이

프록시 서버로부터 올바른 계산을 통해 나온 값인지 검증

을 할 수 있으며, 서버는 연산을 하는 동안 사용자의 비밀

키, 메시지, 비밀 변환키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알수 없

기 때문에 안전하다. 따라서 본 기법을 이용하면 연산력이

낮고 저장량이충분하지 않은 기기에서도 브로드캐스트 암

호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GW기법
[9]
을 기반으로 브로드캐스트 암

호시스템에서 암호문을 효율적으로 복호화 하는 기법

(BEWD)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방송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기술중하나인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는 방송망

으로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해 수신 권한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CAS기술은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수신권한을 부

여한다는 점에서 BEWO기법과 유사하지만 송신자는 정당

한 수신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각 수신자와 공유하

고 있는 비밀키를 가지고 EMM(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을 생성해야한다. 즉, CAS에서는 송신자가 수신

권한을 가지는 총 사용자수에 비례하는 EMM을 생성해야

하지만 BGWO기법에서는 송신자가 수신자 집합을 정하여

하나의 암호문을 생성함으로써 수신자 집합에 속하는 사용

자가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BEWD기법은 BGW기법에 페어링 위임 프로토콜

[15,17] 개념을 이용하여 페어링연산과 다른 사용자들의 공

개키를 사용하는 연산들을 프록시 서버에 아웃소싱하여 복

호화 시에 높은 연산량을 요구했던 기존의 브로드캐스트

암호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사용자는 크기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저장하고 크기의 암호문을 받아

정도의 지수연산만으로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한된 리소스를 가진 기기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

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신자는 신뢰할 수 없는 서버로부터

연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서버는 위임연산을

하는 동안 메시지 또는 비밀키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

은 랜덤 오라클을 사용하여 IND-RCCA에 안전성이 증명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 랜덤 오라클을 사용하지 않고

IND-RCCA에 대해 안전성을 보이는 것은 좋은 연구 과제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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