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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익명통신이란 통신주체인 송수신자에게 익명성을 제공하여 가 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제 삼자가 모르게 

하는 것으로,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 상황정보가 수집되거나 장되는 특성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한 해결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표 인 익명통신 방법이면서, 송신자가 송할 메시지를 여러 번 암호화하기 때문에 송신자

의 부하가 많은 믹스형 익명통신을 상으로 송신자의 과도한 부하문제를 해결하면서 안 하게 익명성을 제공하

기 해 부하분산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하는 방법이 용된 믹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 송 로토콜

을 정의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능의 송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암호화 하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체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1. 서론

   1980년  말 미국 제록스사의 와이어(Weiser)에 의해 차

세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비 으로서 유비쿼터스 컴퓨

에 한 개념이 제시된 이후 이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는 인간 심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컴퓨  장치들이 매순간 발생하는 사용자

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 이며 능동 으로 

응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컴퓨  장치들이 먼  사용자의 요구를 능동 으로 

악한 뒤 가능한 최선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

로 이루어질 것으로 상되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

자의 요청에 따라 수동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의 방

식과 차별된다.

   이를 실 하기 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나 시스템이 사용

자 정보나 사용자 상황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인지하고 있

어야하며 사용자에게 더욱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더욱 많은 개인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유발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환경에 한 신뢰성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한 기술 인 해결방법  하나로 익명

통신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익명통신이란 통신주체인 송수신자

에게 익명성을 제공하여 가 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제 삼자가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1]. 통신주체들의 신원정

보가 노출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익명통신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자선거, 자화폐, 

* 본 연구는 21세기 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컴퓨 네트워크원천기

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자우편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익명통신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는 믹스넷(Mix-net), 디

씨넷(DC-net), 셔 넷(Shuffle-net), 토르(Tor), 크라우드

(Crowds) 등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송할 

메시지들을 여러 번 암호화하기 때문에 송신자의 부하가 많

은 믹스형 익명통신을 상으로 송신자의 과도한 부하(load)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 하게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고, 제안하는 방법이 용된 믹스 시스템에서 이루

어지는 메시지 송 로토콜을 정의한다.

2. 련연구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련하여 기존

의 믹스형 익명통신 시스템들이 어떤 문제 을 가지고 있는

지를 기술한다.

2.1. 믹스넷(Mix-net)[2]

(그림 1) 믹스넷 구성요소들의 기능  부하 정도

   익명통신에 한 최 의 연구는 1981년 D. Chaum의 ‘믹

스넷(Mix-net)’이다. 그림 1은 믹스넷의 구성  구성요소들

의 기능과 상 인 부하 정도를 표 한다. 믹스넷에서 송신

자(sender)들은 믹스(이후로는 믹스 노드라 호칭한다.)들로 이

루어진 믹스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를 송하는데, 송과정

에서 어도 하나 이상의 믹스 노드를 신뢰할 수 있다면 수

신자에게 도착한 메시지는 구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게 되

고 믹스 네트워크 체에서 송신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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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송신자들은 송경로에 포함되는 모든 믹스 노드들의 

공개키로 메시지들을 여러 번 암호화 하므로 계산량이 많다

는 단 이 있다. 표 1[3]은 성능의 PDA - Zaurus 

SL-C3000(416 MHz CPU / 64MB RAM)와 고성능의 노트북 

- IBM Thinkpad R51(1.7 GHz CPU / 1 GB RAM)으로 암

호화와 암호화에 필요한 일련의 작업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를 보여 다. 이 결과를 통해 만약 

사용자가 성능의 송신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 서비스의 종

류에 따라 메시지를 암호화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

당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체되거나 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암호화에 따른 성능비교

Operation (key/date)
Time Consumption on

SL-C3000 Thinkpad R51

RSA Key Generation (1024bit key) 122 s 2.2 s

RSA Encryption (1024bit key, 64bit data) 172 ms 10 ms

RSA Decryption (1024bit key, 128bit data) 856 ms 40 ms

RSA Signing (1024bit key, 64bit data) 833 ms 55 ms

RSA Verification (1024bit key, 128bit data) 169 ms 5 ms

ASE Encryption / Decryption
(128bit key, 2048bit data) 582 ms 35 ms

SHA-1 Hash (2048bit data) 111 ms 5 ms

2.2. 익명 임워크(Anonymity Framework) - firstmix[4]

(그림 2) firstmix 구성요소들의 기능  부하 정도

   2005년, 믹스넷에서 제공하는 익명통신 기술을 모바일 비

즈니스(mobile business) 환경에 용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특성

과 모바일 디바이스에 제공되는 응용 로그램들의 특성에 따

라 다른 수 (level)의 익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익명성 수 에 향을 끼치는 몇 개의 라미터

(parameter)들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동  익명성(dynamic anonymity)을 제공하는 익명 임워

크를 제안했다. 사용자는 몇 개의 라미터 에서 ‘path 

picker’ 값을 ‘firstmix’로 설정하여 메시지 송경로 설정과 

모든 암호화 작업을 첫 번째 믹스 노드가 담당하게 함으로서 

송신자가 처리해야할 작업량을 일 수 있었고 믹스넷의 문

제 인 송신자의 과도한 부하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첫 번째 믹스 노드가 송수신자 모두를 알게 되기 때문에 

공격자에 의해 장악된다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새로

운 문제 이 발생 다. 그림 2는 firstmix의 구성  구성요소

들의 기능과 상 인 부하 정도를 표 한다.

3. 제안하는 방법

   이 장에서는 여러 번의 암호화 작업에 따른 송신자의 과도

한 부하문제와 firstmix의 익명성 보장문제에 한 해결방법으

로서 송신자의 부하를 믹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련의 믹스 

노드들에게 분배함으로서 부하를 이고 안 하게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하는 방법이 용된 믹

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 송 로토콜을 정의한다.

3.1. 송신자의 부하 분담 - 계 믹스 노드

(그림 3) 계 믹스 노드의 첩 암호화 분산

   송신자 부하의 주원인은 송할 메시지들을 송경로에 

포함되는 믹스 노드들의 공개키로 여러 번 암호화 하는데 있

다. 따라서 송신자 부하를 이기 해서는 보안상 문제가 되

지 않는 범  내에서 암호화 작업을 믹스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일련의 믹스 노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는 

송신자의 부하를 분배받은 믹스 노드들을 ‘ 계 믹스 노드’라

고 정의했다. 그림 3은 믹스넷과 계 믹스 노드가 용된 부

하분산 믹스(Load balanced Mix, 이후 L-믹스라 호칭한다.)

에서 메시지 암호화와 암호화된 메시지의 송과정을 비교해

서 보여 다. L-믹스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치한 믹스 

노드가 바로 계 믹스 노드이며 송신자의 암호화 작업이 각

각의 계 믹스 노드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 믹스 노드와 그 수는 메시지 송이 이루어지기 이

인 송할 메시지들의 송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결정

된다. 만약 계 믹스 노드가 한 개이면서 동시에 송신자와 

인 해 있다면 firstmix와 동일하며 모든 믹스 노드가 계 

믹스 노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믹스넷과 동일하다. 송신자는 

믹스 노드와 계 믹스 노드를 구분하기 해 송할 메시지

에 래그 비트(flag bit)를 첨부하고 암호화한 뒤 이를 믹스 

네트워크로 송한다. 이후 송경로에 포함된 각 믹스 노드

들은 해당 메시지를 복호화하고 래그 비트 값에 따라 자신

이 믹스 노드인지 계 믹스 노드인지 악한다. 

3.2. L-믹스 시스템의 구성

   L-믹스는 그림 4와 같이 기존의 믹스 시스템에 계 믹스 

노드가 추가된 형태로 송수신자, 믹스 노드, 계 믹스 노드

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4) L-믹스의 네트워크 구성

3.3. 로토콜의 요구사항

  로토콜을 실 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송신자는 믹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련의 믹스 노드들 

에서 몇 개의 계 믹스 노드를 선택할 수 있다.

•송신자는 송수신자와 계 믹스 노드 사이, 계 믹스 노드

들 사이에 각각 존재하는 믹스 노드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모든 계 믹스 노드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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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메시지 송 로토콜

   로토콜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노드별 로토콜에 해 살펴본다. 

•MSG - 달하고자 하는 원본 메시지

•Ri - i번째 수신자

•M
R
n - IN

R-1과 INR 사이 n번째 믹스 노드

•INK - k번째 계 믹스 노드

•NTF - 믹스 노드와 계 믹스 노드를 구별 해주는

          노드 타입 래그(Node Type Flag) 비트

•PA - A의 공개키

•RA - A의 비 키

•ln - 송수신자와 계 믹스 노드 사이, 계 믹스 노드들

      사이의 믹스 노드의 믹스 노드의 수

•EPA[MSG] - A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

•A -> B : MSG - A가 MSG를 B에게 송

3.4.1. 송신자

   송신자의 동작은 모두 여섯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n개의 믹스 노드들 에서 k개의 계 믹스 노드를 선택

하고 그들 간 송경로를 결정한다.

2) ‘MSG’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아래와 같은 암호

화된 메시지를 생성한다.

  - EPRi[MSG]

3) ‘2)’에서 생성한 메시지에 노드타입, 다음 송경로, 다음 

송경로까지의 믹스 노드 수를 차례 로 포함하여 INK의 

공개키로 다시 암호화해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생성한

다. 이 게 함으로서 INK는 자신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복

화화 했을 때 다음 송경로를 알 수 있고 해당 노드로 

메시지를 송 할 수 있다.

  - EPINK[NTF, Ri, lK+1, EPRi[MSG]]

4) ‘3)’의 결과 생성된 메시지를 IN1에 해서까지 암호화한

다. 이 결과 생성된 암호화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이후

부터 이 메시지를 MSG`라 표기한다.).

  - EPIN1[NTF, IN2, l1, EPIN2[NTF, IN3, l2, EPIN3[ .... 

                      EPINk[NTF, Ri, lK+1, EPRi[MSG]] ... ]]]

5) IN1에 이르는 송경로를 결정하고 경로에 포함된 믹스 

노드들의 공개키로 MSG`을 차례 로 암호화하여 최종

으로 송할 메시지를 생성한다.

  - EPM11[M
1
2, EPM12[ ...  EPM1l1[MSG`] ... ]]

6) '5)'의 결과를 첫 번째 믹스 노드에 송한다. 

  - Sender → M
1
1 : EPM11[M

1
2, EPM12[ ... EPM1l1[MSG`] ... ]]

3.4.2. 계 믹스 노드

   계 믹스 노드의 동작은 모두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수신된 메시지를 복호화해서 노드타입, 다음 송경로, 다

음 송경로까지의 믹스 노드 수, 다음 경로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얻는다.

  - NTF, INn+1, l1, EPINn+1[NTF, INn+2, l2, EPINn+2[ ....

                       EPINk[NTF, Ri, lK+1, EPRi[MSG]] ... ]]

2) 노드 타입 래그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다음 계 믹

스 노드에 이르는 ln의 길이를 갖는 송경로를 설정한다. 

3) ‘2)’에서 설정한 송경로에 포함되는 믹스 노드들의 공개

키로 메시지를 첩 암호화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생

성한다(이후부터 이 메시지를 MSG``라 표기한다.).

  - EPMR1[M
R
2, EPMR2[ ... EPINn+1[NTF, INn+2, l2, EPINn+2[ .... 

                 EPINk[NTF, Ri, lK+1, EPRi[MSG]] ... ]] ... ]]

4) 이 결과를 믹스 노드에 송한다.

  - Sender → M
R
1 : MSG``

3.4.3. 믹스 노드

   믹스 노드의 동작은 모두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

는 다음과 같다. 

1) 수신된 메시지를 복호화해서 다음 노드에 한 정보와 다

음 노드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얻는다. 

  - M
R
n, EPMRn+1[ ... EPIN2[NTF, IN3, l2, EPIN3[ .... 

                  EPINk[NTF, Ri, lK+1, EPRi[MSG]] ... ]] ... ]

2) 다음 믹스 노드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당 노드

에 송한다. 

  - M
R
n → MR

n+1: EPMRn+1[ ... EPIN2[NTF, IN3, l2, EPIN3[ .... 

                 EPINk[NTF, Ri, lK+1, EPRi[MSG]] ... ]] ... ]]

3.4.4. 수신자

   마지막 계 믹스 노드로부터 송된 메시지를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해서 MSG를 수신한다. 

4. L-믹스의 특성

   이 장에서는 L-믹스가 송신자 부하분산과 익명성 보장에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믹스넷  firstmix와 비교한다.

4.1. 송신자 부하분산

   다음은 L-믹스와 비교 상 시스템들 간의 송신자  노드

별 부하비교 내용이다. 

4.1.1. 가정

•가정 1. 송신자 부하에 향을 끼치는 요소로 암호화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정 2. 각 시스템들(믹스넷, firstmix, L-믹스)에서 사용되

는 총 믹스 노드의 수는 동일하다.

•가정 3. 각 시스템들에서 사용되는 송신 디바이스  믹스 

노드들은 동일한 성능을 가진다.

4.1.2. 용어 정의

•n - 송경로에 포함되는 모든 믹스 노드의 수

•L - 메시지를 한번 암호화 하는데 따른 부하량

4.1.3. 시스템별 부하량

1) 믹스넷

   송신자는 메시지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먼  한 번 암호화 

한 후, 암호화된 메시지를 송경로 상에 있는 믹스 노드들의 

공개키로 다시 암호화한다. 따라서 총 암호화 횟수는 믹스 노

드 수와 수신자 수의 합인 n+1이므로 송신자의 총 부하량은 

(n+1)L이다.

2) firstmix

   기의 firstmix는 송신자가 메시지를 첫 번째 믹스 노드

의 공개키로 암호화 하지 않고 첫 번째 믹스 노드에게 곧바

로 달한다. 하지만 공격자가 암호화가 되지 않은 메시지를 

간에서 가로채는 경우,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달되는 모든 메시지는 해당 노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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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Node Mix-net firstmix L-Mix

Sender (n+1)L L (K+1+l1)L

First Intermediate Mix Node
(First Mix Node) ∙ {(n-1)+1}L (l2)L

Second Intermediate Mix Node ∙ ∙ (l3)L

⋮ ⋮ ⋮ ⋮

Total Load (n+1)L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송된다고 가정하고 이 가정에 따라 

송신자는 첫 번째 믹스 노드의 공개키로 한번 암호화한다. 이 

경우 송신자의 부하량은 L이다.

   첫 번째 믹스 노드는 송신자를 신해서 송경로를 결정

하고 송경로에 포함되는 믹스 노드들의 수만큼 암호화한다. 

따라서 총 암호화 횟수는 총 믹스 노드의 수에서 자신을 뺀 

수와 수신자 수를 더한 수의 합인 n이므로 첫 번째 믹스 노

드의 부하량은 nL이다. 

3) L-믹스

   L-Mix에서 송신자는 송하려는 메시지를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 한 후, 송과정을 통해 경유하게 될 계 믹스 

노드의 공개키로 다시 한 번 암호화한다. 이때 송신자와 첫 

번째 계 믹스 노드 사이에 믹스 노드들을 두고자 한다면 

해당 믹스 노드의 수만큼 다시 암호화한다. 따라서 총 암호화 

횟수는 수신자, 계 믹스 노드 그리고 수신자와 첫 번째 

계 믹스 노드 사이의 믹스 노드 수의 합인 K+1+l1이므로 송

신자의 부하는 (K+1+l1)L이다.

   첫 번째 계 믹스 노드는 두 번째 계 믹스 노드에 이

르는 송경로를 결정하고 경로에 포함된 믹스 노드의 수만

큼 암호화 하게 된다. 따라서 총 암호화 횟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 믹스 노드 사이의 믹스 노드 수의 합이므로 첫 번

째 계 믹스 노드의 부하는 (l1)L이다. 나머지 계 믹스 노

드들의 부하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

것을 일반화 시켰을 때, K번째 계 믹스 노드의 부하는 

(lK+1)L이다. 

4.1.4. 시스템 간 비교

   각 시스템의 노드별 부하는 표 2와 같으며 송신자 부하와 

네트워크에 한 송신자 부하분산 정도에 한 비교는 다음

과 같다. 

<표 2> 각 시스템의 노드별 부하

1) 송신자 부하

   각 시스템별 송신자 부하량은 아래와 같이 비교된다.  

firstmix ≦ L-Mix ≦ Mix-net

   firstmix의 경우,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한 번 암호

화 하는 것 외에 송신자의 모든 암호화 작업을 첫 번째 믹스 

노드가 신하게 함으로서 송신자의 부하는 가장 다. 이에 

반해 L-믹스의 경우,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하

는 것 외에 계 믹스 노드 간 경로를 설정하기 해 계 

믹스 노드의 수만큼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부하는 firstmix와 

같거나 많을 수 있다(firstmix와 송신자 부하가 같은 경우는 

계 믹스 노드가 한 개이면서 송신자와 인 한 경우이다.). 

따라서 계 믹스 노드의 수에 따라 믹스넷 보다 크거나 같

고 firstmix 보다 작거나 같은 범  안에서 송신자 부하의 분

배효과를 가진다.

2) 네트워크에 한 송신자 부하분산 정도

   각 시스템별 네트워크에 한 송신자 부하분산 정도는 아

래와 같이 비교된다.  

Mix-net < firstmix ≦ L-Mix

   firstmix에서는 믹스 노드들 에서 오직 첫 번째 믹스 노

드만 송신자의 부하를 나눠 갖는 반면 L-믹스에서는 계 믹

스 노드의 수만큼 송신자의 부하가 나뉨으로서 네트워크 

체에 걸쳐 송신자의 부하가 골고루 분배된다. 만약 계 믹스 

노드의 수가 한 개이며 송신자와 인 해 있다면 firstmix와 

같은 성능을 보인다.

4.2. 익명성 보장

   각 시스템별 익명성 보장정도는 아래와 같이 비교된다.

firstmix ≦ L-Mix ≦ Mix-net

   믹스넷에서는 모든 믹스 노드가 공격자에 의해 공격당해

야만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밝 지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가장 안 하고, firstmix에서는 첫 번째 믹

스 노드가 송수신자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첫 번째 

믹스 노드 하나만 공격당한다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

로 가장 안 하지 못하다. 반면 L-믹스는 모든 계 믹스 노

드가 공격당해야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 계 믹스 노

드의 수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firstmix 보다 크거

나 같고 믹스넷 보다 작거나 같은 범  안에서 firstmix와 같

은 정도의 익명성 보장을 할 수 있고 믹스넷과 같은 정도의 

익명성 보장을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익명통신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송신자의 과

도한 부하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L-믹스를 제안하고 여

기에 필요한 메시지 송 로토콜을 정의한 후, 그 특징들을 

비교분석했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성능의 송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메시지를 암호화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체

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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