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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의 파일 전송 및 저장에 필요한 key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롭게 제안된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기존 제안된 방식은 keystore seed를 이용하여 적은 양의 정보 저장으로도 많은 key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생성된 key들은 서로
information-theoretically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중복 사용된 keystore seed들에 의한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공격에 취약함을 설명한다.

Ⅰ. 서 론

       ⋯     

최근 클라우드를 이용한 파일 저장 혹은 파일 전송의 사용이 많아지면
서 그에 필요한 많은 scheme들이 제안되고 있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비
밀번호만 이용하는 방식에는 dictionary attack같은 공격들에 취약하기에

Key of length  :


    ⋯    

        ⋯       

 







[1], 암호화된 key를 이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Key를 사용하는 방식은

(Summation of Strings is Binary Addition)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암호화

Keystore  :

된 key들은 file encryption, virtual private networks에 대한 접근 그리고

      ⋯      ≤     ⋯   ≤   

user authentication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할 수 있다.[2] 클라우드
시스템은 장기간 저장하는 것과 유저들이 빈번하게 접속하는 특성을 갖고

The Number of Random Keys :  



있기에 각 파일들이 서로 다른 random key로 encrypted 돼야

B. Key 관리

ciphertext-only attack이나 chosen-plaintext attack 같은 공격들에 안전

1) Encryption Key  를 랜덤하게 하나 뽑은 뒤, file을 encrypt한다.

하다.[3]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key의
개수도 증가하는데 앞서 말한 조건들을 만족해야한다. 기존에 제안한 방
식은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key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keystore
seed로부터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key를 안전하게 생
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은 각 key들이
keystore-seed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공격에 취약
하다는 것을 밝혀낸다.

keystore seed으로 key index값을 알면, 많은 key들을 생성 할 수 있는

 = Key Index

C. Information-Theoretically  -secure
생성된  길이의 key들은  ≤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질을

uniformly distributed 하다.

기존에 제안된 key를 생성하기 위한 방식을 소개한다. 적은 양의

 = Key

 를 통해  를 추출해내고, 이것으로 decrypt를 한다.


1) 주어진 에 대해서  ≤  ≤    는 random 하고    로

A. Key 생성

 = Keystore Seed

3)  는 secret하게 공유하고 있으므로, key index를 받은 유저가  와

가진다.

Ⅱ. Information-Theoretically Secure한 key 생성 및 관리

방식이다.

2) 암호화된 ciphertext와 key index  를 같이 전송한다.

2) 두 개의 독립인      ≤    ≤  에 대해서

P r   ≤     ×    
을 만족한다.
3) 두 개의 독립인      ≤    ≤  에 대해서

      ≥    ×          
을 만족한다.

여기서 keystore seed K는 L bits인 random str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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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타적 논리합 방식 키 생성 및 관리의 문제점

에      이라고 하면,  ≺  ≺  을 만족하고, 이때 해당하


기존 논문에서는 keystore seed를 이용한 배타적 논리합 key 생성 및

는 모든 index에 대한 keystore seed들의 가능한 후보군은  개가 된다.

관리 방식을 사용하면, 공격자가 K를 모르기 때문에 위의 C에서 3)과 같

이 값은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가능한 후보군인  보다 매우 적은 양인

이 index만 전송해도 각 유저들이 정보 이론적으로 안전한 key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key를 알아내도 다른 key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Key 생성 방식에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key 



데, 이는 중복 사용으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설정한  ≺  ≺  인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하나의 key를 생성
할 때, 각 값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빈도수는 아래의 표1과 같다.

가 t=5일 때,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겠다. encryption key  를 하나 뽑

5회
4회
3회
2회
1회

은 뒤, 그에 해당하는 index를 ciphertext와 같이 전송할 때, key index

         값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index로부터
 만큼의 길이들이 합쳐서  가 되는 것인데, 그 5개의 합쳐진 결과 값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서 만약        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의 값을 알고 있다면,  부터 시작되는  만큼의 값은 다 더해진 값을 알
고 있기에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이는 각 key들은 keystore seed의  bits
만큼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표1

총 사용된 변수  에서 위의 표에 중복돼서 사용된 횟수만큼을 빼주면,

 ≺  ≺  일 때의 실제 독립인 변수의 개수는      개 즉,
   개가 된다. 이 경우에서도 변수    개에 대해서 후보군은  
개이므로,  bits만큼의 정보는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서는
key가 한 개만 있어도 적은 양의 연산으로 keystore seed에 대한 후보군
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개의 key에서도 index값을 확인하여 이런
특별한 경우에 만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른 값들
도 확인해 나가면 더 이른 시간에 공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한 방식인 적은 양의 정보저장으로도
keystore seed에서의 배타적 논리합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key를 생성 할
때, 중복 사용되는 keystore seed값들에 의해 문제점이 생기고 생성된
key들이 제안한 방식만큼의 독립성을 갖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그림 1
위의 그림1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면, 한 개의 key는 각 5개의 index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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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known value를 갖고 있을 때, 모르는 하나의 index 값을   
이라 한다면, keystore seed        ⋯      에 대해
서      ⋯        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key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내면
일정 개수의 key를 넘어 서면 keystore seed 전부를 알아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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