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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애드 혹 망에서 멀티 레벨 접근 제어를 위한 데이터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요약

애드 혹 망에서 멀티 레벨 접근 제어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은

계층적인 보안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애드 혹 망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으로,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제1 공개키를 이

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단계; 부호화에 따라 생성된 코드에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제2 공개키를 더하는 단계:

및 더해진 결과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개인키를 더하여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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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애드 혹 망에서 멀티 레벨 보안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도 1의 계층구조에서 계층간 접근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에 따른 키 생성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애드 혹 망(ad-hoc network)에서 멀티 레벨 접근 제어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애드 혹 망에서 접근 제어(access control)는 애드 혹 망에서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정보가 암호화되어야한다는 가정하에

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정은 애드 혹 망이 기반구조(infrastructure)를 가지지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만일 기반구조를

갖고 있다면, 임의의 사용자가 보호된(protected)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몬(deamon)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 접근 제어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반구조가 없는 애드 혹 망에서 접근을 제어하기위해서는 모든 정보

가 암호화되어야한다.

접근 제어를 구현하려면, 정보를 암호화해야하고, 사용권한이 있는 엔터티(entity)들에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엔터티들에게 키를 분배하고, 종속 엔터티들의 키를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멀티 레벨 접근 제어를 위한 종래 기술로는 Akl과 Taylor에 의한 "Cryptographic solution to a problem of access

control in a hierarchy, ACM Trans. Comput. Systems vol. 1, pp. 239-248, 1983"이 있다. 이 기법은 이산 로그 문제

(Discrete Logarithm Problem)를 기반으로 한다. 계층에 속하는 모든 엔터티들의 키는 서로 종속적이다. 키의 사이즈는

엔터티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극적으로(dramatically) 증가한다. 이 기법의 장점은 사용자들이 계층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은 계층에 새로운 보안 클래스(Security Class, 이하 'SC'라 함)

를 추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낮은 계층에서는 키의 사이즈가 매우 커지며, 사용자가 자신의 ID를 암호화된 정

보와 함께 공표(publish)해야 하므로 익명성(anonymity)이 지원되지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멀티 레벨 접근 제어를 위한 다른 종래 기술로는 Zou et al.의 CRTHACKS(X.Zou, B.Ramamurthy and S.S Magliveras,

Chninese remainder Theorem Based Hierarchcal Access Control for Secure Group Communication, proceedings

of ICICS', pp. 381-385, 2001)가 있다. 이 기법은 계산에 중국인의 나머지 이론(Chinese Remainder Theorem)을 사용

하는 것으로, 공개키(public key)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것을 기반으로한다.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는 상위 엔터티들

(higher entities)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암호화된 키는 암호화된 정보와 함께 저장되거나 전송된다. 중국인의

나머지 이론을 사용하면 계층 구조를 숨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유

지해야하는데, 애드 혹 망에서는 공개키 기반구조의 유지가 보장되지않는다(nontrivial)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익명성 문

제에 대해 이 기법에서는 중국인의 나머지 이론에 따른 계산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모든 계층을 유지하는 그룹 콘트롤

러(Group Controller)라고하는 엔터티를 필요로한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 하나의 엔터티에 종속하게되는데, 이러한 종속

성은 안전한 애드 혹 망에는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내장된 에러 정정 코드(embedded error correcting code)를 사용하여 SC들을 계

층화함으로써 멀티 레벨 접근 제어를 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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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계층적인 보안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애드 혹 망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

에 있어서,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제1 공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에 따라 생성된 코드에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제2 공개키를 더하는 단계: 및 상기 더해진 결과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개인키를 더하여 암

호문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계층적인 보안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애드 혹 망에서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제1

공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상기 부호화에 따라 생성된 코드에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제2 공개키를

더하는 단계: 및 상기 더해진 결과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개인키를 더하여 생성된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

기 암호문으로부터 상기 개인키를 감산하는 단계; 상기 암호문을 수신한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보안 클래스가 갖고있는 비

밀키를 이용하여 1차 복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1차 복호화된 결과에 대해 상기 보안 클래스가 갖고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2차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1차 복호화된 결과에 포함된 에러를 정정하고 상기 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계층적인 보안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애드 혹 망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호

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제1 공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에 따라 생성

된 코드에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제2 공개키를 더하는 단계: 및 상기 더해진 결과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개인키를

더하여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암호문으로부터 상기 개인키를 감산하는 단계; 상기 암호문을 수신한 사용자는 자신

이 속한 보안 클래스가 갖고있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1차 복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1차 복호화된 결과에 대해 상기 보안 클

래스가 갖고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2차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1차 복호화된 결과에 포함된 에러를 정정하고 상기 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애드 혹 망에서 멀티 레벨 보안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른

멀티 레벨 보안 시스템은 공중 모바일 백본(backnone) 노드로 구성되는 제1 SC(10), 지상 모바일 백본 노드로 구성되는

제2 SC(20) 및 정규 지상 노드(regular ground node)들로 구성되는 제3 SC(30)를 포함한다. 제1 SC(10)의 백본 노드는

제2 SC(20)의 백본 노드들에게 접근하여 제어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제2 SC(20)는 제3 SC(30)의 노드들에게 접근하여 제

어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계층구조에서 계층간 접근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각 상위 SC(10, 20)는

하위 SC(20, 30)로 접근가능하지만, 각 하위 SC(20, 30)는 상위 SC(10, 20)로의 접근이 불가하다. 최상위 SC(10)는 최하

위 SC(30)로 바로 접근가능하다. 각 SC 내부의 노드들끼리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최상위 클래스(10)는 다른 멀티 레벨 보

안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계층화된 SC에 대해 접근제어를 위한 정보 암호화에 에러 정정 코드를 사용한다. 에러 정

정 코드는 길이 n, 차원 k 및 최단 거리 d=n-k의 세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계층화된 SC를 표현하기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내장된 코드(embedded code)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다. 내장된 코드는, 예를 들어 코드 C0는 코드 C1에 내장되고, C0의

모든 코드워드는 C1에 포함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n,k,d)의 파라미터를 갖는 코드는 (n,

k-k1, d+d1)(여기서, k1, d1은 자연수)의 파라미터를 갖게된다. 즉, 암호화할 정보의 크기는 작아지고, SC 코드의 최단거

리는 증가하게되어 원래의 코드(original code)에 비해 에러 정정 능력이 증가하게된다. 내장된 코드의 생성 과정을 익스

퍼게이션(expurgation)이라 한다. 익스퍼게이션은 에러 정정 코드가 생성자 행렬(generating matrix)에 의해 정의되는 경

우 생성자 행렬의 행들(rows)을 없애거나(take away), 에러 정정 코드가 패리티 체크 행렬(parity check matrix)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패리티 체크 행렬에 행들을 추가하여서 이루어진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에 따른 키 생성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최상위 SC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러 정정 코드, 특히 가파 코드(Goppa code)에 대한 생성자 행렬 G, 치환행렬(permutation matrix) P, 스크램

블러로 동작하는 정칙행렬(non-singular matrix) B로 구성되는 시스템 공개 키 G'=BGP를 갖는다.

각 SC는 해당 에러 정정 코드, 특히 가파 코드에 의해 정정가능한 에러 개수 tj를 웨이트(weight, 이하 'wt'라 함)로 갖는 랜

덤 에러 벡터를 해당 SC의 공개키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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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SC는 도 3(b) 및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G, P, 및 B의 일부분을 비밀키(secret key)로 갖는다. 예를 들어, i번째

SC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B, {GN-i,GN-i-1, …, G1,G0}, {PN-i,PN-i-1, …, P1,P0}로 구성되는 비밀키를 가지며,

(i+1)번째 SC는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B, {GN-i-1,GN-i-2, …, G1,G0}, {PN-i-1,PN-i-2, …, P1,P0}로 구성되는 비밀

키를 갖는다.

각 SC의 사용자는 개인키(private key)를 갖는데, 이 개인키는 각 사용자가 속한 SC보다 상위 SC중 어느 한 곳으로 메시

지를 보내는데 사용된다. 이 개인키는 비밀 에러 벡터(secret error vector)이고, 에러 벡터에 적용되는 wt는 상위 SC의

에러 정정 능력과 해당 사용자가 속한 SC의 에러 정정 능력간의 차와 같다. 여기서, 웨이트는 에러 벡터의 구성요소

(element)중 논제로(non-zero) 구성요소의 개수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키들의 개수는 사용자 속한 SC보다 상위 SC들의

개수와 같다. 이 키들은 동작중에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내장된 코드는 에러 정정 코드중 하나인 가파 코드를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가파 코드 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

된다.

수학식 1

여기서, L은 로케이터 셋(locator set), g(x)는 가파 다항식(Goppa polynomial)이다. 은 qn개의 원소(element)들

을 포함하는 유한 체(finite field)로서, q=2이고, mod는 모듈러(modular) 연산자이다. 는 정수이고, n은 자연수이다.

코드 이 가파 다항식 g1(x)에 의해 정의된다고하면, 내장된 코드 를 생성하기위한 g0(x)는 g1(x)에 의

해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고, 동일한 형식으로 계층적인 SC들을 위한 다항식을 선택함으로써 각 SC

에 대응되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최상위 SC는 모든 다른 코드에 내장되는 코드를 갖기때문에, 다른 SC들은 최상위 SC 코드의 에러 정정 능력에 따라서 정

렬된다. 따라서 최상위 SC는 최대의 에러 정정 능력을 갖게 된다.

최상위 SC의 공개키는 암호화에 사용된다. 다른 SC의 코드는 자신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생성되는데, 상위 SC의 코드가

하위 SC의 코드에 포함되어야한다.

각 클래스의 사용자는 적절한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호화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암호화 및 복호화 과

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른 암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j번째 SC에 속하는 i번째 사용자는 정보 벡터 m을 에러 정정 코드 C0를 기반으로하는 공개키인 G'을 이용하여 부호화한다

(40단계). 또한 사용자가 속한 SC의 공개키로서 wt가 tj인 랜덤 에러 벡터 f를 가산하고(41단계), 사용자 개인키인 비밀 에

러 벡터 ei를 가산하여 암호문 b를 다음 식과 같이 생성한다(42단계).

수학식 2

b=c+f+ei

여기서, c=m×G'이다.

여기서, wt(f+ei)=tj+wt(ei)=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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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에 해당하는 암호문은 ta보다 크거나 같은 t를 갖는 SC에 속하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문

작성자가 속하는 SC보다 상위 SC에 속하는 사용자가 이 암호문에 접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웨이트를 갖는 비밀 에러 벡

터를 가져야한다. 다시 설명하면, i번째 SC에 속하는 사용자는 상위 SC인 (i-1)번째 SC에서의 정정가능한 에러 수 ti-1에

대해 를 만족하는 비밀 에러 벡터 ei를 더 선택한다. 순환적으로(recursively) i번째 SC의 사용자는 (i+1)

번째 SC의 사용자에 대해서 서브시크릿(subsecret)을 생성한다.

수학식 2에 해당하는 암호문을 복호화(decryption)하기 위해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으로부터

ei를 감산하고(43단계), 코드 Ci를 기반으로하는 SC 비밀키들을 이용하여 tj개의 에러를 정정하고 복호화(decoding)하여

(44단계) 정보 벡터 m을 검출한다(45단계).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최상위 클래스의 코드 및 메시지를 보내고자하는 목표 SC에 대응하는 복수의 에러를 합하여 암호문을

작성하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에러를 정정하여 복호화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암

호화된 정보에 송신자 자신의 ID를 공개하지않으므로 계층구조를 숨길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계층적인 보안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애드 혹 망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제1 공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에 따라 생성된 코드에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제2 공개키를 더하는 단계: 및

상기 더해진 결과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개인키를 더하여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

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보안 클래스의 코드들은 하위 보안 클래스의 코드가 상위 보안 클래스의 코드를 내장하는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

장됨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장된 코드는

상기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코드를 생성하는 생성자 행렬로부터 차례로 행들을 삭제하거나, 상기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코

드를 생성하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 차례로 행들을 추가한 행렬로부터 얻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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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상위 보안 클래스에서 채택된 에러 정정 코드를 생성하는 생성자 행렬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데

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키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자하는 목표 보안 클래스와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에러 정정 능력간의 차만큼에 해당하

는 웨이트를 갖는 에러 벡터임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개키는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에러 정정 코드에 의해 정정될 수 있는 에러 수를 웨이트로 갖는 에러 벡터임을 특징으로하

는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7.

계층적인 보안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애드 혹 망에서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제1 공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상기 부호화에 따라 생성된 코드에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제2 공개키를 더하며, 더해진 결과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개인키를 더하여 생성된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암호문으로부터 상기 개인키를 감산하는 단계;

상기 암호문을 수신한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보안 클래스가 갖고있는 비밀 키를 이용하여 1차 복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1차 복호화된 결과에 대해 상기 보안 클래스가 갖고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2차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1차 복호화된 결

과에 포함된 에러를 정정하고 상기 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복호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밀키는

상기 보안 클래스가 갖는 코드, 상기 제1 공개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정칙 행렬 및 치환행렬중 상기 보안 클래스의 레

벨 수만큼의 행들이 삭제된 행렬들임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복호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문은 상기 개인키에 포함된 에러 개수 및 상기 2차 복호화에 의해 정정되는 에러 개수를 합한 만큼의 에러들을

정정할 수 있는 레벨의 보안 클래스에 의해 접근가능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복호화 방법.

청구항 10.

등록특허 10-0561845

- 6 -



계층적인 보안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애드 혹 망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제1 공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에 따라 생성된 코드에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제2 공개키를 더하는 단계: 및

상기 더해진 결과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개인키를 더하여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암호문으로부터 상기 개인키를 감산하는 단계;

상기 암호문을 수신한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보안 클래스가 갖고있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1차 복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1차 복호화된 결과에 대해 상기 보안 클래스가 갖고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2차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1차 복호화된 결

과에 포함된 에러를 정정하고 상기 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보안 클래스의 코드들은 하위 보안 클래스의 코드가 상위 보안 클래스의 코드를 내장하는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

장됨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내장된 코드는

상기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코드를 생성하는 생성자 행렬로부터 차례로 행들을 삭제하거나, 상기 최상위 보안 클래스의 코

드를 생성하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 차례로 행들을 추가한 행렬로부터 얻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

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개키는

상기 최상위 보안 클래스에서 채택된 에러 정정 코드를 생성하는 생성자 행렬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데

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키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자하는 목표 보안 클래스와 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에러 정정 능력간의 차만큼에 해당하

는 웨이트를 갖는 에러 벡터임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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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속한 보안 클래스의 에러 정정 코드에 의해 정정될 수 있는 에러 수를 웨이트로 갖는 에러 벡터임을 특징으로하

는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비밀키는

해당 보안 클래스가 갖는 코드, 상기 제1 공개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정칙 행렬 및 치환행렬중 상기 보안 클래스의 레

벨 수만큼의 행들이 삭제된 행렬들임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문은 상기 개인키에 포함된 에러 개수 및 상기 2차 복호화에 의해 정정되는 에러 개수를 합한 만큼의 에러들을

정정할 수 있는 레벨의 보안 클래스에 의해 접근가능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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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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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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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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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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