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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법규 준수, 사용 권한 확인, 요금 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의 다양한 이유로 사용자 인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인증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해 주지만 사용자의 서비스 이

용 정보가 쉽게 기록되고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용자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익명

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한 규

정이나 사용자 별 차별화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모델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에게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추후 구매자 추적이 가능하면서도 서비스 제공자

에게는 서비스 그룹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익명 생성 방안과 이를 적용하는 

디지털 콘텐트 구매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홈네트워크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7-

(C1090-0701-0035)) 

1. 서론 

네트워크 컴퓨팅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편화를 통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하고 이

러한 정보를 사고 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

시켰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트의 구매는 시간

과 공간 측면에서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지만 사용

자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트를 

보호 하기 위한 수단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은 콘텐트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

로 보호하지만 이는 또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대부분의 상업용 DRM 시스템에

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확인 및 인증, 판매 기록 

보관, 판매된 콘텐트의 사용내역 추적을 통하여 쉽게 

사용자의 개인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 이

러한 문제로부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

한 방안으로는 익명성을 보장하거나[1,3] 서비스 제공

자로부터 서비스 구매 내역을 감추는 방식 등[4,5]이 

있다. 그러나 익명을 통한 구매는 사용자가 구매한 콘

텐트를 불법 유통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매자 추적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추적 가능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었는데[6-8] 구매 시에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문제 발

생시 신뢰성 있는 제 3 자를 통하여 구매자의 신분을 

추적한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콘텐트 제공 전에

도 구매자의 신분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성인 전용 콘텐트나 유료회원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이 이에 속하며, 기존의 추적 가능한 익명

성 보장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사용자에게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

를 통한 추후 구매자 추적이 가능하면서도 서비스 제

공자에게는 서비스 그룹별로 차별화된 서비스(Service 

Differentiation)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익명 생성 방안

과 이를 적용하는 콘텐트 구매 프로토콜을 제안하기

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는 추적 

가능한 익명성에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다루고 있으며,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4장에서는 제안하는 프로

토콜의 기반기술인 그룹 서명(Group Signature)을 소개

하고 있다. 5 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식에 대

해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제안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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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보안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7 장에서는 결

론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콘텐트 구매 시 사용자 정보

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

장하는 방식과 서비스 구매 내역 자체를 숨기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Jiang Zhang 는 사용자가 사전 비

용 지불을 통해서 토큰(token)을 구매하고 이를 사용

하여 콘텐트를 요청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3], 

C. Conrado 는 스마트 카드의 공개키 정보처럼 사용자

가 소유한 디바이스의 고유한 값을 자신의 익명 아이

디로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1]. 구매 과정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OT(Oblivious Transfer)방

식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콘텐트 선택 정보를 숨기는 

방식과[5], Commutative Cipher기법을 적용하여 사용자

가 콘텐트 사용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라이센스 서버 

모르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 [4] 등이 있다. Kilian 등

은 추적 가능한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만

한 제 3자 개념을 도입하였다[6-8]. 여기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신분을 제 3 자에게 공탁(escrow)하고 익명 아

이디를 부여 받아 사용 함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추적 가능함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방

식을 신원 공탁(Identity Escrow)이라 하는데, Yong-Ho 

Lee 는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7]. 이러한 방법 중 하나인 그룹 서명(Group Signature)

은 그룹 멤버가 그룹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는 방식으로[9], 신원 공탁을 구현하

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6-8]. 그룹 서명은 그 적

용 방법은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도 그룹 단위의 익명

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4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전에 제안된 연구는 사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추적성(Traceability)

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서

비스 제한이나 고객 유형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의 추적 가능한 익명성의 장

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익명성 제공이 가능

한 새로운 익명 아이디 생성 방안을 제안 한다. 제안

하는 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

고 공탁기관(Escrow Authority)으로부터 익명의 아이디 

획득이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부

터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동시에 가입한 서비스 그

룹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기반 기술 

그룹서명은 그룹 멤버가 그룹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을 보장하는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의 한 형

태로써 수신자로부터 서명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며 

서명자의 신분 확인은 그룹을 관리하는 그룹 매니저

(Group Manager)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그룹 서명은 Chaum 등[9]에 의해 최초 소개 되었

으며 이후 효율성과 실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일반적인 그룹 서명 구

조는 시스템 환경 설정 및 멤버 가입, 서명생성, 그룹 

멤버 증명, 서명자의 신분확인, 그룹탈퇴 등의 기능수

행을 담당하는 Setup, Sign, Verify, Open, Delete의 프로

세스로 나누어지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10,11]. 

- 익명성(Anonymity): 그룹의 이름으로 서명하기 때문

에 수신자는 서명자의 신분을 알 수 없다. 

- 비 연결성(Unlinkability): 수신자는 동일 그룹 멤버의 

두 개의 서명 값을 구분할 수 없다 

- 위조방지성(Unforgeability): 그룹내의 다른 멤버는 물

론 그룹을 관리하는 그룹 매니저도 특정 그룹 멤버의 

서명을 위조할 수 없다. 

 

5. 제안하는 프로토콜 

5.1 개요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서비스 그룹 가입 단계(①), 익

명의 아이디 생성 및 라이센스 요청단계(②~⑤), 익명 

추적 단계(⑥~⑦), 그룹 탈퇴 단계(⑧)로 구성되며 전

체 처리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Proposed scheme 

5.2 가정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

하다. 

- 서비스 그룹의 크기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훼손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크다. 

- 사용자가 가입한 서비스 그룹은 서비스 이용시점까

지 변하지 않는다. 

- 비용지불은 전자화폐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진다. 
 

5.3 표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표기는 <표 1>과 같다. 

<표 1> 표기 설명  

표기 설명 

Y 그룹의 공개키 

SU 사용자의 서명 값(Signature) 

GM 그룹 매니저(Group Manager) 

H() 충돌방지(Collision resistant) hash 함수 

N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하는 넌스(Nonce) 

User 

Escrow
Authority 

Service
Provider 

①Join service group member 

⑧Leave service group member 

②Escrow signature

③Provide Aid

④Request license with Aid

⑤Send license with discrimination

⑥Request group signature 

⑦Send group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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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랜덤 변수 

Aid 익명 아이디(Anonymity ID) 

sk 공탁기관의 비밀키 

Esk(), Dsk() sk를 이용하는 암호화/복호화 함수 

SigX() X’s 디지털 서명 함수 

Cid 콘텐트 아이디(Content ID) 

LEApermit 법 집행 기관의 허가서 

|| 연결(Concatenate) 함수 

 

5.4 등록 단계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룹들(유료회원그룹, 무료회원그룹 등)중 자

신이 원하는 서비스 그룹을 선택하고, 해당 서비스 그

룹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사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

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그룹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를 증명하는 과정과 가입비 같은 관련된 비용을 지불

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이후 사용자는 그룹 서

명 방식의 Setup 프로세스에 따라 서비스 그룹에 가입

한다. 등록 과정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등록 처리 flow 

 본 연구에서는 Camenisch[10]가 제시한 그룹 서명 방

식을 적용하였다. 사용자(User)는 개인키 x 를 생성하

고 암호학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공개

키 y와 z를 만든다. 여기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인

증서를 첨부하여 그룹을 관리하는 GM 에게 전송한 후, 

디지털 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y를 만드는데 필요한 x

를 알고 있음을 증명한다. GM 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멤버 인증키(Membership Certificate 

Key) v를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사용

자를 그룹 멤버로 추가한다. 위와 같은 방식은 사용자

의 비밀키 x 를 GM 에게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내 다른 멤버나 GM 조차도 사용자를 대신하여 서명

할 수는 없음을 보장한다. 
 

5.5 익명의 아이디 생성 및 라이센스 요청 단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특정 콘텐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User)는 콘텐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필

요로 한다. 또한 사용자에 의한 익명 아이디

(Anonymity ID, Aid)의 재사용 방지와 Aid에 콘텐트 구

매 정보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id생성단계

와 콘텐트에 대한 라이센스 요청 단계는 하나의 처리 

단위로 묶여진다. 상세 처리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사용자는 라이센스 요청에 필요한 nonce(N)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여 받은 후, 그룹 서명의 Sign 프로

세스를 통하여 서명 값 SU 를 생성 한다. 사용자는 

(N,SU,Y) 정보를 공탁기관(Escrow Authority, EA)에게 전

송하고, EA 는 사용자의 서명 값 SU와 그룹 공개키 Y

를 이용하여 그룹 서명의 Verify프로세스를 수행 함으

로서 사용자가 해당 그룹의 멤버임을 확인한다. Verify

프로세스는 서명자가 자신의 비밀키 x와, 그룹멤버 키

v 를 사용하여 서명 값을 생성하고, 그 서명에 사용된 

x, v를 알지 못하면 생성할 수 없는 “증명 값”을 함께 

제출 함으로서 수신자에게 그룹 멤버가 서명했음을 

확신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룹 멤버 확인 과정을 거친 후 EA 는 사용자의 SU

에 자신의 랜덤 값 r 을 추가하여 hash 함으로써 Aid

를 생성하고, 추후 Aid 에 대한 추적을 위해 사용자가 

제출한 SU를 자신의 비밀키로 암호화 하는 작업을 수

행한다. EA는 SU의 암호 값, Aid, r, Y, N 전체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사용자가 특정 그룹의 멤버임을 보증하

며, 사용자 역시 Aid = H(SU,r) 확인을 통하여, Aid 가 

자신이 보낸 정보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사용자는 부여 받은 Aid 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요청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EA 의 서명 확인을 통하여 Aid 관련된 그룹정보를 확

인하고 해당 그룹별 차별화된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그림 3)Anonymity ID 생성 및 라이센스 요청 flow 

5.6 익명 추적 단계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익명성 보장 구조는 악의

적인 사용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법한 절

차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익명성이 추적 가능함을 보

여야 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와 공탁기

관의 협력을 통하여 구매자의 신분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림 4)는 익명성 추적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불법 

유통 등의 사유로 판매된 콘텐트의 구매자 신분 확인

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구매자의 Aid 와 여

기에 대응하는 Esk(SU)을 공탁기관에 보내고, 공탁기관

은 이를 자신의 비밀키로 해독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

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Aid생성에 사용된 사용자

의 서명 값 SU 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불법적인 구매

Service Provider 

Send (y, z, SigU(y)) 

Interactive proof he knows x 

Service  
Group1 

User 

GM creates membership 
certificate v using  

GM’s secret key 

User authentication  

Managing 

3-tuple(x,z,v) 

Secret key x 
Membership key z 

(z=gy, y=ax) 

Send v 

Service 
Group2 

Join request 

Escrow Authority User 

Session initiate request

N 

(N, SU, Y)

Generate SU  

using Sign() 

SigEA(Esk(SU)||Aid||r||Y|| N) 

Generate 
nonce N

(Cid,SigEA(Esk(SU)||Aid||r||Y|| N),N)

Verify Aid = H(SU,r) 

Verify Y 

Service Provider

Verify(SU,Y )
Select random r 
Generate  
Aid = H(SU,r) 

Encrypt Esk(SU) 

Check Y, N
Get Aid 
Check Aid group 
Generate License

License(Cid,Aid)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1126 

자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공탁기관

에게 SU 요청하기 전에 법 집행 기관(Law Enforcement 

Agent)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내

부의 그룹 매니저에게 SU 를 전달하고 그룹 매니저는 

그룹 서명의 Open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익명 구

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Anonymity ID 추적 flow 

 

5.7 그룹 탈퇴 단계 

서비스 그룹의 탈퇴 방식은 그룹 서명의 Delete 프

로세스를 따른다. Delete 프로세스는 탈퇴한 그룹 멤버

의 멤버십 키를 무효화 하기 위해 그룹의 공개키의 

갱신과 기존 멤버십 키의 재 배포를 필요로 하므로 

부하가 크다. 이런 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탈퇴 멤

버리스트를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적

용한다[11]. 
 

6. 보안 분석(Security Analysis) 

제안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보안 특성을 가진다. 

 

추적 가능한 익명성(Traceable Anonymity) 제공 

익명 아이디(Anonymity ID, Aid)를 통해 라이센스를 요

청하므로 구매자의 익명성이 보장 되며, 콘텐트 구매 

시점마다 새로운 Aid 를 사용함으로 Aid 에 콘텐트 구

매실적이 연결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와 공탁기관

의 협력을 통해서 구매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신

분확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선 법 집행 기관의 허가

를 얻어야 함으로 불법적인 추적이 방지 된다. 

 

무결성(Integrity) 제공 

Aid는 공탁기관이 생성하고 서명함으로써 누구도 Aid

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공탁기관은 Aid 생성에 사용

한 랜덤 값 r 를 제공함으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는 Aid 의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며, hash 함수를 통해 

Aid 를 생성하기 때문에 Aid 가 다른 사용자의 것으로 

잘못 해석 되지 않는다. 

 

재현 공격(Replay Attack) 방지 

사용자는 라이센스 요청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nonce 를 필요로 하고, 공탁기관은 이를 포함하여 서

명 함으로 사용자는 동일한 Aid 를 두 번 사용할 수 

없다. 

 

가장 공격(Impersonate Attack) 방지 

제안하는 방식은 그룹 서명(Group Signature)의 보안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룹 서명의 특성상 그룹 멤

버가 아닌 사람은 그룹의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없고, 

그룹 멤버나 그룹 매니저도 다른 그룹 멤버를 위조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특정 그룹 멤버를 가장

(Impersonate) 할 수 없다. 

 

7. 결론 

 제안된 방식을 통해 사용자는 콘텐트 구매 시 서비

스 제공자와 공탁기관에게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 받

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익명으로 자신이 속

한 서비스 그룹을 알림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다. 공탁기관은 사용자가 제출한 서명 

값을 가지고 특정 그룹 멤버임을 확인하고, 서명 값을 

암호화/복호화 하는 기능 만을 담당하므로 작은 부하

만을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익명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적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

의 불법적인 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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