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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식별 정보 기반의 비  분산 방식을 제안한다. 본 방식에서는 비  정보를 분할한 부

분 정보에 딜러와 참가자의 식별정보가 포함된다. 각 식별정보는 비  분할  복원 과정에서 딜러와 

참가자, 참가자와 참가자 간 상 방을 인증하는데 사용된다. 한 참가자 간에는 상호 부분 정보의 

송․수신 외에 딜러와의 통신 등 별도의 통신 과정 없이 부분 정보의 검증이 이루어진다.

1. 서론

   비  분산은 특정 참가자 그룹만이 복원해 낼 수 

있도록 하나의 비  정보를 다수의 부분 정보로 분

할하여 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k,n) threshold scheme을 사용한 비  분산 방

식[1]은 딜러가 비  정보를 n개의 부분 정보로 분

할하여 각각 n명의 참가자들에게 분배하고, 비  복

원 시 k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 비  정보를 복원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참가자들은 딜러로부터 

달 받은 부분 정보가 자신에게 달된 올바른 정

보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을 보완하여 참가

자가 딜러로부터 수신한 부분 정보의 정당성을 검증

할 수 있는 방식[4]과 부분 정보를 수신한 참가자 

뿐만 아니라 비  복원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딜러와의 통신을 통해 상 방 참가자의 부분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6] 등이 제안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  정보 분할 시 참가자

가 딜러로부터 송 받은 부분 정보의 정당성을 검

증함과 동시에 딜러를 인증할 수 있으며, 비  정보 

복원 시 딜러와 상 방 참가를 동시에 인증할 수 있

는 식별정보 기반 비  분산(IDB-SS : 

Identity-based Secret Sharing)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

는 IDB-SS의 개요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IDB-SS의 구성요소에 해 알아본다. 4장에서 

IDB-SS 방식에 해 설명하며, 5장에서 IDB-SS의 

안 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개요

   IDB-SS 방식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딜러가 하나의 비  정보를 다수의 부분 

정보로 분할하여 참가자들에게 분배한다. 그리고 각 

참가자들은 딜러로부터 수신한 부분 정보의 정당성

을 검증한다. 한 비  정보 복원을 해 모인 참

가자들은 상 방이 제시한 부분 정보의 정당성을 검

증한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이 갖는 단 을 보완하

고자 IDB-SS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부분 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참가자의 식별

정보를 입력 라미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라미터를 사용할 경우에 존재하는 라미터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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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간의 맵핑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송할 필요

가 없다. 둘째, 부분 정보의 검증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딜러  참가자의 식별정보가 포함되기 때

문에 비  분할  복원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딜러

와 상 방 참가자를 인증을 할 수 있다. 즉 검증 정

보 검증 시 신뢰할 수 있는 딜러가 부분 정보를 생

성하 다는 사실과 부분 정보의 수신자가 정당한 참

가자라는 사실을 모든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모든 비  정보 분할  복원 과정은 식별정

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 방을 인증하

는데 공개키 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개

키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3. IDB-SS의 구성 요소

   IDB-SS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알고리즘으로 구

성된다.

(1) 분할 알고리즘 : (k,n) threshold scheme을 이용

하여 비  정보를 분할하여 n개의 부분 정보를 생

성한다.

(2) 분배 알고리즘 : 부분 정보로부터 검증 정보를 

생성하고, 검증 정보로부터 분배 정보를 생성한다.

(3) 검증 알고리즘 : 딜러가 공개한 정보, 식별정보, 

검증 정보를 이용하여 부분 정보 는 분배 정보가 

정당한 딜러로부터 정당한 참가자에게 분배되었는

지 검증한다.

(4) 복원 알고리즘 : 비  복원에 참가한 모든 참가

자의 식별정보와 부분 정보로부터 비  정보를 복

원한다.

4. 제안하는 IDB-SS 방식

   제안하는 IDB-SS는 분할 과정과 복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분할 과정에서 딜러는 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  정보를 분할하여 부분 정보를 생성하

고, 분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배 정보를 생성한 

후 각 참가자들에게 송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검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딜러를 인증하고 자신의 

분배 정보를 검증한다.

복원 과정에서 각 참가자들은 검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딜러와 상 방 참가자를 인증하고 상 방 

참가자의 분배 정보를 검증한다. 그리고 복원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부분 정보들로부터 비  정보를 복

원한다.

(1) 사  설정

분할하고자 하는 비  정보를 라 가정한다. 비

 분할  복원에 참가하는 n명의 참가자를 

  ≤  ≤   라 하고 이들의 집합을  

(  ≤  ≤   ∊  )라 하며 각 참가자들의 식별정

보를   ≤  ≤ 라 가정한다. 그리고 를 분할

하여 부분 정보를 생성․분배하는 딜러를 ∉  , 

딜러의 식별정보를 라 가정한다.  의 부분 집

합들  비  복원의 권한이 부여된 부분 집합들의 

집합을  라 할 때 비  복원을 수행할 수 있는 k

명의 참가자들의 집합을  ∊ (  ), 

   ≤  ≤ 이라 한다.

비  분할  복원을 수행하기 해 가 선택한 

큰 소수를 ,   상에서 수가 인 원시 원소를 

라 한다(    ). 보다 크며 크기가 비슷한 

두 소수를  라 하고 이들의 곱을   이라 한다. 이

때  는 만이 알고 있는 값이다. 한 일방향 해

쉬 함수를 라 하고    과 는 모든 참가자들에

게 공개된다고 가정한다.

(2) 분할 과정

□ 부분 정보  분배 정보 생성

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를 부분 정보로 분할

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배 정보를 생성한다.

①   상에서 임의의 원소  ≤  ≤   를 선택

하여 다음과 같은  차 방정식  를 구성한다. 

    
 



⋅
   ································ (1)

② 각 참가자들의 식별정보   ≤  ≤ 를 이용

하여 부분 정보   ≤  ≤ 를 생성한다.

       
 



⋅
   ·················· (2)

③ 각 참가자들의 부분 정보에 한 검증 정보 

 ≤  ≤ 를 생성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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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개 검증 함수 를 생성한다.

  
 



 
    ,     ··············· (4)

⑤ 에 한 분배 정보   ≤  ≤ 를 생성한다.

     ······················································ (5)

    
   ································ (6)

  

   ····················································· (7)

⑥ 생성된 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개하고 

 ≤  ≤ 와   ≤  ≤ 는 각 참가자들에게 

송한다. 이 때, 는 비 리에 송한다.

□ 분배 정보 검증

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와 가 로부터 자

신에게 송된 올바른 정보인지를 검증한다. 즉 

를 검증함과 동시에 를 인증한다.

① 와 를 이용하여 계산한 와 로부터 계

산한 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8)

② 자신의 식별정보와 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를 생성하고, 식 (8)에서 생성한 와 로부터 생성

한 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9)

(3) 복원 과정

□ 분배 정보 검증

비  복원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은 상 방 참

가자의 분배 정보를 가 생성하여 올바르게 분배하

는지 검증한다. 즉 상 방 참가자의 분배 정보를 

검증함과 동시에 상 방 참가자와 를 인증한다. 

가 의 분배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검증하고자 하는 의 식별정보 와 를 이

용하여 를 생성한다.

   ···························································· (10)

② 의 식별정보와 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를 

생성한다.

     ····················································· (11)

③ (10)에서 생성한 와 , 로부터 생성한 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12)

□ 비  정보 복원

비  복원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  ≤ 에 

한 검증을 완료한 후 다음과 같이    를 이

용하여 를 복원한다.

  
 



⋅ 
≤ ≤  ≠ 


  

  ············· (13)

5. 안 성 분석

(1) 비  정보에 한 보호

k-1개 이하의 부분 정보 로부터 를 유추하기 

해서는 식 (2)의 모든 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는 식 (4)에서와 같이 모듈러   상에서 의 멱승

으로 계산되어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된 값으로부터  

를 구하는 것은 이산 수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

하다.[7] 한   없이 를 유추하는 것은 


의 확률

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로부터 를 유

추해 내는 것은 계산상으로 불가능하다.

(2) 부분 정보에 한 보호

 로부터 를 유추하기 해서는 식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모듈러   상에서 의 멱승인 를 구

해야 한다. 이는 이산 수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

하므로 계산상 불가능하다.[7]

(3) 분배 정보에 한 보호

식 (7)에서 임의의  과  에 한 분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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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계산하기 해서는 

      
  인  을 알아야 한다. 

 를 계산하는 것은 을 계산하는 것보다 

쉽지 않으며 을 소인수 분해하는 것보다 쉽지 않

다.[8] 따라서 정당한 가 아닌 공격자가 임의의 부

분 정보에 한 임의의 분배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하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딜러와 참가자의 식별정보가 부분 

정보에 포함된 식별정보 기반의 비  분산 방식을 

제안하 다. 부분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식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참가자와 참가자간, 참가자와 

딜러간 명시 으로 인증을 수행할 수 있었고, 딜러

와 참가자간 별다른 통신 과정 없이 부분 정보를 검

증할 수 있었다. 한 비  분산을 수행하면서 각 

참가자들이 특정 수 미만의 부분 정보와 공개 정보

를 이용하여 비  정보를 계산하는 것과 딜러가 각 

참가자에게 비 리에 송한 부분 정보를 공개 정보

로부터 계산하는 것, 그리고 정당한 딜러가 아닌 공

격자가 임의의 부분 정보를 생성하여 비  복원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 다.

제안한 방식은 복잡한 인증 과정이 없는 효율

인 키복구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단되며, 향후 분배 정보의 검증 후 부분 정

보를 안 하게 송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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