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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서 동형암호로 제어기를 암호화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

문은 그 중 Learning With Errors(LWE) 기반 동형암호로 이산시

간 선형 제어기를 암호화하는 라이브러리를 구현하기 위해, 파라

미터 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제 구현을 통해 모의실험으로

확인하였다. 개발된 라이브러리는 제어 연산이 샘플링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호문 크기를 통제하며, 원본 제어기와 실질

적으로 동등한 제어 성능을 성취하고, 앞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가

능한 최대한의 보안성을 확보한다.

주요어 : 동형암호, LWE 기반 암호, 제어 시스템 암호화, 파라미터

설계

학 번 : 2018-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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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법

Z  ∈Z  


≤ 

 , 단 ∈N .

 mod  ⌊




⌋
⌈∙⌋: (요소별) 반올림 연산
 : 열 벡터  를 방향으로 쌓은 열 벡터  T T

T

∥⋅∥: 행렬 또는 벡터의 무한 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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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컴퓨팅을 통한 제어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

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이 주목을 받고 있

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데, 전력망, 발전소, 교통

등 다양한 기반 시설에 이용되므로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제어 시스템의

보안 확보가 필요하다. 공격자는 센서에 공격 신호를 주입해 시스템 작

동을 훼손할 수 있는데, 그런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파괴 공작을 위한 준비 단계로 제어 시스

템의 입출력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려 할 수 있다. 이때 데이터의 기밀성

을 보장 가능한 것이 동형암호 기법이다.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는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들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복호화하면 원래의 연산 결과가 나온

다. 따라서 동형암호화된 제어기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제어 연산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1-1. 기존 암호화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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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동형암호화 제어기

기존 암호 기법으로 제어 시스템을 암호화하면 제어 연산을 위해 신

호를 복호화해야 하므로 공격받을 때 평문이 그대로 노출되며, 제어기가

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는 비밀 키가 유출될 수 있다. 반면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은 제어기 내에 평문 상태 신호와 비밀

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격받아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2015년에 K. Kogiso and T. Fujita는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동형암

호화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1]. 그런데 암호화된 동적 제어 시스템이 제

어 연산을 무한히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어

야 가능하다 [2]. 참고문헌 [2]는 선형 제어기를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

되도록 변환하고 Learning With Errors(LWE) 기반 암호 시스템으로 암

호화하는 법을 제안했다 [2]. 선형 제어기 연산은 행렬 간 곱셈만으로 가

능하고, LWE 기반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행렬 간 곱셈이 가능하므로 선

형 제어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2].

동형암호 시스템을 생성하고 암호화와 복호화, 여러 연산 기능을 제공

하는 라이브러리는 SEAL1), HEAAN2) 등이 공개배포되어 있다. 하지만

암호화된 제어기를 구축하려면 동형암호 연산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불

1) https://github.com/Microsoft/SEAL
2) https://github.com/snucrypto/HE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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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 설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어기가 동형암호 위에서도 실용적

인 제어 성능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암호 파라미터를 설계해야 한다. 또

한 제어기 동형암호의 난관인 무한연산 문제, 데이터량 증가로 인한 연

산 시간 증가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체 설계 과정을 대신 해

주는 라이브러리의 수요가 존재한다.

현재는 제어기 동형암호화를 제공하는 오픈 배포 코드가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 [표 1-1]는 기존에 공개된 유일한 제어기 암호화 라이브러리

인 Teranishi의 ECLIB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 LWE-ECLIB

를 비교한 것이다.

라이브러리 Teranishi3) LWE-ECLIB
사용 암호 ElGamal, Pailler GSW-LWE

프로그래밍 언어 MATLAB, Python C++
시뮬레이션 O O
모듈화 X O

파라미터 설계 X O
무한연산 X O

제어행렬 암호화 O, X O
상태변수 비-복호화 X, O O

표 1-1. LWE-ECLIB 라이브러리의 지원 요소

참고문헌 [2]는 제어기 암호화의 실제 구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서는 논의가 불충분했다. 실제 구현시에 난관이 되는 부분은 암호화된

제어기의 연산 시간 문제다. 데이터가 암호화되면 데이터 양이 많이 늘

어나므로 그 데이터끼리 곱하는 제어 연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스

텝의 제어기 연산 시간과 신호 통신 시간의 합이 샘플링 주기보다 짧아

야 제어가 성공하므로 시간적 제약은 암호문의 데이터 길이를 제한한다.

3) https://github.com/KaoruTeranishi/Encrypted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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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호화된 제어기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도 중요한 문제다.

성능 지표인 보안 레벨 은 공격에 필요한 시도횟수의 기댓값인데, 본

논문은 암호화된 제어기의 보안 레벨을 최대한 높이는 알고리즘을 사용

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다. 그 외에 제어기 암호화가 제어 성능에 미치는

영향, 즉 오차 범위의 변화도 사용자가 주목할 요소다. 본 논문은 [2]에

서 증명된 정리를 바탕으로 제어기의 정수화 및 암호화로 인한 성능 저

하가 기준 비율 이하가 되도록 보장하는 수식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보안 레벨은 암호문 차원 과

함께 증가하나, 이 클수록 암호문 용량이 커져서 소모 시간이 증가한

다.

본 연구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암호화 과정의 파라미터들을 설계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해당 설계법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제

어기를 암호화해주는 제어기 암호화 라이브러리 LWE-ECLIB를 개발했

다. 또한, 제어 모의실험을 통해 본 알고리즘의 실현성과 효능을 확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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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알고리즘과 구현이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 [2]

에서 사용한 동형암호 시스템과 [2]가 제안한 제어기의 동형암호화 방법

을 소개한다. 표기는 대체로 [2]를 따르나 방법의 차이로 인해 또는 혼선

을 막기 위해 일부는 바꿨다.

제 1 절 Learning With Errors 기반 동형암호

참고문헌 [2]는 LWE(Learning With Errors) 기반 암호로 선형 이산

시간 제어기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 LWE 기반 암호 시스템

은 참고문헌 [3]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2]의 LWE 암호 시

스템을 그대로 쓰되 표기에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암호 시스템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평문 공간 크기

: 암호문 공간 크기

: 암호문 차원(단일 평문이 암호화되면 길이 짜리 벡터가 된다)

: 암호화 과정에서 암호문에 주입하는 노이즈의 크기 상한

: 암호문의 밑(암호문의 개별항을 진법으로 변환해 여러 작은 수로

자르는 단위로, 암호문 간 곱셈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4))

그림 1은 [2]에서 소개한 암호 함수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4)  ⌊

 ⌋⌊

 

 ⌋, Mult′  ′∙col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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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설정한다. 노이즈 상한 , 암호문 공간 크

기 , 암호문의 밑 를 선택한다.  ⌈loglog⌉.
KeyGen(params): 비밀 키 ∈Z를 ∥T∥≤를 만족하도록 무작위 생

성 후 반환한다.

Enc(∈Z , ): 무작위 벡터 ∈Z
와 노이즈 ∈Z를 생성한다(단

∥∥≤). 그 후, 다음 연산을 수행하고

 ∙


 mod

col 를 암호문으로 반환한다.

Dec(c∈Zq
n  , ): 벡터 c를 c  col (단 ∈Zq, ∈Zq

n )으로 분해하고

다음 식으로 나오는 평문

′⌈∙∙


⌋mod

을 반환한다.

Add(c∈Z
  c∈Z

 ): cc mod를 반환한다.

ScalarMult(∈Z c∈Z
 ): ∙c mod를 반환한다.

Enc ′(∈Z , ): 무작위 행렬 ∈Z
×′과 ∈Z′를 생성한다(단

∥ T∥≤). 행 벡터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

Enc′ 
 ∙    ∙  ⋯   ∙  



 





mod∈Z

 ′

을 반환한다.

Mult(c′ ∈Z
 ′ c∈Z

 ): c를 다음과 같이

 ⌊

 ⌋⌊

 

 ⌋
c
 
c
 ⋯cd  로 분해하고,

Mult′  ′∙col   

 mod

을 반환한다.

그림 2-1. LWE 암호 시스템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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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E 기반 암호는 암호화 과정에서 노이즈를 주입하기 때문에 연산

결과와 의도된 평문과의 오차가 발생한다. 평문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한

것과 원래의 평문과의 오차(∆Enc)와 암호문간의 곱을 복호화한 것과

원래의 평문간의 곱과의 오차(∆Mult )는 본래 암호 파라미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

∆Enc ⌈
⌋ ∆Mult ⌈

⌋ (1)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서는 평문 공간과 암호문 공간의 크기를 같게

해서 

이 성립하고, 파라미터들은 모두 정수로 선택하므로 암호 오

차는 다음처럼 된다.

∆Enc   ∆Mult  (2)

제 2 절 제어기 동형암호화

임의의 플랜트가 있고, 그 플랜트를 (3)의 이산시간 선형 제어기가 제

어해서 안정한 시스템을 이룬다고 하자.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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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형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의 작동 구조

제어기 (3)에서 제어 신호와 상태 공간 행렬을 모두 동형암호로 암호

화해, (4) 형태의 제어기로 만들기로 한다 [2].

xF G R xy u ′

uH J xy

xEnc

(4)

여기서,  는 각각 제어기의 신호와 행렬을 병합한 것이다.

xy   xT yT
T

xyu ′   xT yT u ′T T

F G R   F G  R

H J   H J

(5)

선형 제어의 무한연산이 가능하려면 제어기의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

어야 한다. 선형 제어기의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 되도록 변환하는 법은

[2]의 2장 3절에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선형 제어기 중 SISO 제어기

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더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다. 사용한 변환

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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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본 제어기 (3)을 관측 가능 표준형으로 변환한다.

(l:  벡터 길이)













   ⋯ 
   ⋯ 

⋮ ⋮⋮⋱⋮
l    ⋯ 

l   ⋯ 















⋮
l



   ⋯    

②관측 가능 표준형의  갱신 식에서 를 추가 입력 신호로 씀으

로써 상태행렬의 1열을 소거하여 정수행렬로 만든다.













   ⋯ 
   ⋯ 
⋮⋮⋮⋱⋮
   ⋯ 
   ⋯ 
















⋮
l
l















⋮
l













   ⋯ 
   ⋯ 
⋮⋮⋮⋱⋮
   ⋯ 
   ⋯ 
















⋮
l
l















⋮
l

 

  ⋯     




(6)

따라서 위 방법으로 변환된 제어기 (6)을 암호화한 제어기 (4)에서는

[그림 2-2]와 같이 제어기의 출력 신호 u가 플랜트의 복호화 단에서

복호화된 후 다시 u ′ 로 암호화되어 제어기의 입력 신호로 들어간다.

제어기 내 변수의 갱신이 엉키지 않도록 하려면 제어 연산과 신호 송

신의 순서를 맞춰야 한다. 올바른 동작을 보장하는 제어기 루틴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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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하다.

①u←H J xy

②u를 플랜트로 보낸다

③플랜트가 u를 복호화하고 다시 암호화해서 보낸 u ′를 받는다

④x←F G R xyu ′

선형 제어기의 LWE 기반 암호화에는 암호 시스템 자체의 파라미터

외에도 추가로 스케일 팩터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스케일 팩터 파라미터

는 실수 신호와 상태 공간의 실수 행렬을 스케일링해서 정수로 만들기

위한 계수다.

l
ll: 각각   의 벡터 길이

ryru : 각각 제어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  의 해상도

L: 신호  의 스케일링 계수

s
s: 제어기의 상태 공간 행렬들을 정수 행렬로 양자화하기 위한 스

케일링 계수

: 가능한 원본 제어기 출력의 집합. 즉 ′∈ ∀∈를 만

족하는 닫힌 유계 실수 집합

 의 양자화는 신호가 각각의 해상도로 절사되는 과정이다.

 ry⌈ry
⌋,  ru⌈ru

⌋ (8)

스케일링 계수 L은 신호의 암호화 과정에서 주입하는 노이즈에 의한

성능 손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 [2]. L을 해상도 ry ru를 이용해

서 각각 양자화된 신호  에 L을 곱하고 반올림한 후에 암호화

한다. 암호화된 상태를 각각 y u로 표기한다.

y  Enc⌈L
⌋mod, u ′  Enc⌈L

⌋mo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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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의 상한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입력 신호의 크기를 증폭시

킨 상태에서 메시지로 쓰면 암호 연산 과정에서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작아진다 [2]. 이는 참고문헌 [2]의 Corollary 2.2.3.에서 증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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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알고리즘 및 구현

제 1 절 문제 정의

본 논문은 다음 플랜트와 제어기로 이루어진 안정한 시스템을 다룬다.

플랜트는 연속시간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다.

 

 
(10)

이 플랜트를 다음과 같은 이산시간 SISO(Single-Input Single-Output)

선형 제어기로 제어한다.

 ′ ′ 

 ′ ′ 
 

  ∙  ,    ⋯

(11)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제어기를 동형암호 제어기로 변환하고 원본 시

스템과 동등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제약 조건들은 두 가

지다. 첫째는 제어기 성능으로, 제어기의 정수화 및 암호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기준 비율 이하여야 한다. 둘째는 연산 및 통신 시간으로, 한 스

텝의 제어기 연산 시간과 신호 통신 시간의 합이 샘플링 주기보다 짧아

야 한다. 그 외의 성능 지표는 보안 레벨 로, 공격에 필요한 시도횟수

의 기댓값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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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레벨은 암호문 차원 과 함께 증가하나, 이 클수록 암호문 용량이

커져서 소모 시간이 증가한다.

이번 장에서 제안할 알고리즘은 암호화된 제어기로 이루어진 전체 시

스템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1. 제어기의 샘플링 주기 내에 제어 연산을 마친다

2. 제어기 암호화에 의한 성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다

3. 위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최대한의 보안 수준을 확보한다

제 2 절 파라미터 결정 알고리즘

암호문의 밑은  5)로 고정하고, 주입 노이즈 상한 는 사용자에

게 입력받되  6)를 권장한다. 제어기 입출력 신호  의 분해능

ry ru와 출력 신호의 허용범위 집합 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

모델 (11)의 제어기 행렬  ′ ′ ′ ′를 사용자로부터 유리수 형태로

입력받고 2장 2절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상태행렬  ′이 정수행렬이 되도

록 제어기를 변환한다.




(12)

5) 하나의 큰 수를 여러 작은 수로 분해하는 값은 작을수록 암호문 공간 크기

의 상한이 커지나, 연산 횟수가 증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을 절

충점으로 정했다.
6) 가 증가할수록 노이즈의 가짓수가 늘어나 보안 레벨이 강화되나 노이즈로

인한 제어 성능 저하가 커진다. 본 알고리즘은  로 고정하고 보안 강화는

 파라미터로만 추구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64비트 저장공간의 한계상 노이즈

를 제압하기 위해 L을 무한정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 xiv -

상태행렬 외의 모든 행렬이 정수행렬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행렬

스케일링 팩터 ss를 결정한다. 즉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한

다.

∥⌈
⌋

∥∥⌈
⌋

∥

∥⌈
 ⌋

 ∥∥⌈
 ⌋

 ∥
(13)

① 암호문 차원 은 연산 및 통신 시간을 결정하므로, 다음 부등식

≤ (17)

을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로 정한다. 통신 시간은 길어도  이하라고

가정하자. 연산 시간은 에 비례하므로,  으로 잡고 제어 연산 한

스텝을 테스트 시행했을 때 측정된 시간이 t일 때   ×


t



로

설정하면 (6)을 만족한다.

② L은 다음 부등식

∥Lssryru Lssryru Lssryru ∥≤degrade (14)

(degrade는 양의 상수)

을 만족하는 2의 거듭제곱 중 가장 작은 정수로 택한다. 여기서 함수 

는 제어기가 양자화된 시스템의 오차 상한, 는 제어기가 암호화된 시스

템의 오차 상한이다. 부등식 (14)은 다음 연립부등식과 동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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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

Lslll∆ L∥∥∥∥∆Enc
≤degrade,





r
∥∥

r


Lssll∆MultL∥∥∆Enc
≤degrade,





s


Ls∆Enc
L∆Enc≤degrade.

(15.1)

(15.2)

(15.3)

(∆Enc  ∆Mult )

이 절의 끝에서 위의 연립부등식을 유도하겠다.

③ 평문 공간 크기 은 평문 공간이 스케일링된 제어기 출력 를 언

제나 포함하도록 다음과 같이 충분히 크게 정한다.

  
⌈ logLs

 

ru

⌉ (16)

  이면7), 로 설정하고 가능한 최대의 L과 그에 따른

를 계산한다.

④ 암호문 공간 크기는 평문 공간 크기와 같게 한다( ).

암호화 파라미터   의 함수인 시스템의 보안 레벨   을

LWE estimator(참고문헌 [4])를 통해 유도한 근사법으로 추정한다. 코드

는 [그림 3-1]과 같다.

7) 암호문 간의 곱셈 결과가 64비트 변수 저장 용량을 넘어서 오버플로를 일으키지 않

도록 하려면 log log ≤ 를 만족해야 하므로,   일 때  ≤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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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PrintSecurityLevel() {

if (n <= 500) {

security_level = 25.094 * pow(n, 0.0503);

}

else {

security_level = 0.00009 * n * n - 0.0431 * n + 31.237;

security_level += 3.0 * (48 - logq);

}

cout << "security level: rop=2^" << security_level << endl;

}

그림 3-1. 보안 레벨 출력 코드

2.1 ⑤의 부등식 유도과정

참고문헌 [2]의 Proposition 2.2.1.과 Theorem 2.2.2., Appendix 3을 기

반으로, 본 논문에서 변형한 제어기 설정을 적용해서 부등식을 유도한다.

양자화에 의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일단 제어기에 입력되는 실수 신

호  가 양자화될 때 최대 해상도의 절반만큼 오차가 발생한다.

∥∥∥ry⌈ry
⌋∥≤

ry
(18)

∥∥∥ru⌈ru
⌋∥≤

ru
(19)

이제 양자화된 상태의 제어 연산 결과와 평문 상태의 제어 연산 결과

의 오차를 계산해보자. 변수 


 


 


을 구하기 위한 제어 연산

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는 (20.1)~(20.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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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0.1)

(20.2)

(20.3)

(20.1)~(20.3)의 무한 노름은 다음 부등식들을 만족한다.

∥ ∥≤∥⌈
⌋


⌈

⌋
∥

∥




∥

≤s


∥∥


ry
s



∥∥


ru

(21)

∥ ∥≤∥⌈
⌋


⌈

 ⌋


∥

≤∥




∥≤

∥∥


ry
(22)

∥∥∥⌈
⌋

∥≤


(23)

그런데 들은 행렬 스케일링 계수에 의해 스케일링된 변수, 즉




 


 


에 대한 오차이므로 실제   에서는 다시 역

스케일링되는만큼 오차가 증폭된다. 또한, 복호화된 실수 신호 는 플

랜트 센서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ru로 절사가 되므로 (25)와 같이

추가 오차가 발생한다.     는 제어기의 교란을 표기하는 변수

로 1절의 제어기 모델 (11)에서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양자화만 된 제어

기의 교란을 위첨자 를 붙여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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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r⌈r



ss
⌋ss

ut (25)


   (26)

각 교란의 무한 노름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고, 이렇게 유도된 상한을

각각 라는 함수로 정의한다.

∥ ∥∥ ∥≤

ry
∥∥∥∥  ssr (27)

∥ ∥∥  
∥

≤∥∥
r


r
  ssr

(28)

∥∥ ≤

s

 ssr (29)

함수 ssr는 양자화에 의해   에 발생하는 오차 노름

의 상한을 길이 3짜리 열벡터로 쌓은 것이다.

ssr











 ssr

u ssr

ssr















ry
∥∥∥∥



r∥∥

r



s


(30)

이제 양자화된 신호  를 L로 스케일링하고 암호화한다.

y  EncL


mo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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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EncL


mod (32)

암호화에 의한 오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암호 오차

∆Enc∆Mult는 2장 1절에서 다룬 대로 수식 (2)와 같다.

∆x   xxtmod (33)

∆u  u mod (34)

∆  x mod (35)

∆   DecyL

ry⌈ry
⌋≤∆Enc (35)

∆ DecuL

ru ⌈ru
⌋≤∆Enc (36)

∆ DecF∙x∙Decx (37)

∥∆∥∥DecF∙x∙Decx∥≤∥∥l∆Multl (38)

∆ DecG∙y ∙Decy (39)

∥∆∥∥DecG∙y ∙Decy∥≤∥∥l∆Multl (40)

∆ DecR∙u  ∙Decu (41)

∥∆∥∥DecR∙u  ∙Decu∥≤∥∥l∆Multl (42)

이상을 정리하면 ∆ ,∆ ,∆의 무한 노름 상한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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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ecFxtGytRu ′ t 

∥

∥


∆ 





∆ ∆ 




L


∆ ∆L

∥
∥∆ ∆∆

∆
∆∥

≤lll∆Mults

∥G∥∥R∥∆Enc  x s

(43)

∥∆u∥∥u mod∥
≤ll∆Mults


s


∥J∥∆Enc  u ss
(44)

∥∆∥∥x mod∥≤∆Enc   (45)

이제  의 오차엔 Ls
을, 의 오차엔 Ls


s
을 곱해서 역스케

일링한다. ssr와 마찬가지로, Lssr는   에 각각

발생하는 오차를 길이 3짜리 열벡터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는데 대신 양

자화와 암호화를 모두 거친 제어 시스템에서의 오차다. 가 에 비해

증가한 양은 다음과 같이 L에 비례하므로, L값의 조정을 통해 원하는

만큼 0에 가깝게 감소시킬 수 있다.

Lssr 











x Lssr

u Lssr

Lssr

 r











Lsx s

Ls

s
u ss

Ls















ry
∥∥∥∥



r∥∥

r



s














Ls

lll∆MultL∥∥∥∥∆Enc

Lssll∆MultL∥∥∆Enc

Ls
∆Enc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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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 에 대한 상대적인 증가율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에 대

해서 각각 정리하면 (47), (48), (49)가 된다.








ry
∥∥∥∥

Ls
lll∆ L∥∥∥∥∆Enc

(47)



 




r
∥∥

r


Lssll
∆MultL∥∥∆Enc

(48)








s


Ls∆Enc
L∆Enc (49)

(∆Enc  ∆Mult )

제 3 절 암호화 제어기 구현

앞에서 구축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어기 암호화 라이브러리

LWE-ECLIB(LWE-based Encrypted Controller Library)를 C++ 언어로

구현했다. 배포 링크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은 배포 페이

지의 매뉴얼에 있다.

https://github.com/KimMinryoung/LWE-ECLIB

본 라이브러리는 3개의 내장 모듈을 제공한다. 다음 모듈들을 장치에

내장하여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한다.



- xxii -

또한 시스템 구축을 돕는 설계 모듈을 제공한다.

다음은 각 모듈의 클래스와 함수 목록이다.

class Encrypter

void PrintSecurityLevel()

: 설정된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되는 보안 레벨을 출력

MatrixXu Enc(MatrixXd m, bool signal)

: 실수 행렬을 스케일링하고 암호화해서 반환

MatrixXu Encm(MatrixXd m)

: 실수 행렬을 스케일링하고 Enc′m 함수로
암호화해서 반환

MatrixXu SplitMtx(MatrixXu m)

: 암호화된 행렬을 다른 행렬과의 곱셈을 위해 Split해서 반환

int Getq()

: 결정된 암호문 공간 크기 값을 반환

class Decrypter

MatrixXd Dec(MatrixXu c, int scaling, bool signal)

: 암호화된 행렬을 복호화하고 역스케일링해서 반환

Encrypter 신호를 스케일링하고 암호화

Decrypter 신호를 복호화하고 역스케일링

Encrypted Controller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해 제어 연산 수행

System Builder
사용자의 입력과 요구 조건에 맞도록, 적절한

파라미터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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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ncryptedController

EncryptedController(MatrixXu encm_FGR, MatrixXu encm_HJ, MatrixXu

enc_x_init, int logq)

MatrixXu GetOutput(MatrixXu enc_y)

: 플랜트 출력을 받아 제어 연산을 수행하고 제어기 출력을 반환

MatrixXu UpdateState(MatrixXu enc_y, MatrixXu enc_u_prime)

: 플랜트 출력과 플랜트가 되돌려준 제어기 출력을 받아 제어 연산을 수행하고

상태변수를 갱신

MatrixXu MergeByRow(MatrixXu a, MatrixXu b)

: 행렬 와 를 행 방향으로 병합해 반환

MatrixXu Mult(MatrixXu encm, MatrixXu split_enc)

: 암호화된 행렬끼리 곱셈해 반환

MatrixXu SplitMtx(MatrixXu c)

: 암호문 행렬 c의 각 항을 진법으로 분해해 열 방향으로 길게 늘린 행렬을

반환

class SystemBuilder

void BuildController(double T_s, int F_precision, int G_precision, int

H_precision, int J_precision)

: 원본 제어기와 설정값들을 가지고 암호화 파라미터를 설계하고 암호화된 제어

기 모듈과 암호화 모듈, 복호화 모듈을 생성

void ControlLoop()

: 주어진 플랜트와 암호화한 제어기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제어 시뮬레이션 루

프를 시작

double GetInfinityNorm(MatrixXd m)

: 행렬의 최대 절대 행 합을 반환

int DeltaEnc()

: ∆Enc   반환

int DeltaMult(int n)

: ∆Mult   반환

아래는 입출력 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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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txt
AB

0.9048 0.08611 0.003306 0.0001222

0 0.8187 0.05636 0.003428

0 0 0.3679 0.06321

CD

1 0 0 0

F

1 0

1 0

G

1

0

H

1.582 0

J

158.2

x

100

70

50

u

0

y

0

r

25.75

T_s

0.1

r_y and r_u and U

1000 1000 16000

그림 3-2. 입력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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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 되도록 변환된 제어행렬들의 출력 결과

그림 3-4. 결정된 파라미터 출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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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제어 루프 시뮬레이션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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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txt
5 25.75 33.9519 33.9521 33.9519

10 25.75 25.6489 25.6488 25.6489

15 25.75 24.9222 24.9221 24.9222

20 25.75 25.1217 25.1216 25.1217

25 25.75 25.3384 25.3381 25.3384

30 25.75 25.4872 25.4873 25.4872

35 25.75 25.5829 25.5829 25.5829

40 25.75 25.6438 25.6442 25.6438

45 25.75 25.6825 25.6827 25.6825

50 25.75 25.7071 25.7073 25.7071

55 25.75 25.7227 25.7226 25.7227

60 25.75 25.7327 25.7324 25.7327

65 25.75 25.739 25.7385 25.739

70 25.75 25.743 25.7424 25.743

75 25.75 25.7456 25.7451 25.7456

80 25.75 25.7472 25.747 25.7472

85 25.75 25.7482 25.7484 25.7482

90 25.75 25.7489 25.749 25.7489

95 25.75 25.7493 25.7494 25.7493

100 25.75 25.7495 25.7494 25.7495

105 25.75 25.7497 25.7498 25.7497

110 25.75 25.7498 25.7494 25.7498

115 25.75 25.7499 25.7499 25.7499

120 25.75 25.7499 25.7496 25.7499

그림 3-6. 출력 파일 예제

(1열: 시간(초), 2열: 기준 신호(),

3열: 원본 제어 시스템의 출력,

4열: 제어기가 양자화된 시스템의 출력,

5열: 제어기가 암호화된 시스템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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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적용 결과

제 1 절 모의실험 설정

원본 제어 시스템은 다음 플랜트와 제어기로 이루어진다.

이산시간 선형 플랜트( )












  
  
  
















,

     ,

     T ,    .

이산시간 선형 제어기( )

입력 신호: 플랜트 출력 와 기준 신호 ≡.

  .

′: 상태 변수, ′: 제어기 출력 신호

′ 

 


 

 
′


 



.

′    ′   .

ry  ru U .

원본 제어기, 양자화만 된 제어기, 암호화된 제어기 셋을 각각 복제된

플랜트에 부착한다. 세 개의 독립된 시스템에 1000 스텝, 즉 10초 동안

제어 루프를 실행해서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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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

암호화된 제어기

(xy   xT yT
T , xyu ′   xT yT u ′T T)

<작동 순서>

①u     xy

②u를 플랜트에 보냄

③u ′를 플랜트로부터 받음

④x


 


   

   
xy u ′

입력 신호: 플랜트 출력 와 기준 신호 ≡의 차를 암호

화한 신호 y  Enc와 u ′

설계된 파라미터 값

s s ry

L  

 

 

 



- xxx -

그림 4-1. 암호화 제어 시스템의 플랜트 출력

그림 4-2. 암호화 제어기와 주어진 제어기의 오차(에 대한 비율) 비교

그림 4-1의 그래프는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참조 신호

를 따라가도록 제어됨을 보여준다. 그림 4-2의 그래프는 암호화된 제어

기가 주어진 제어기와 비교해서 유사한 오차 범위 내에서 통제됨을 보여

준다. 또한, 한 스텝 제어 연산에 드는 시간은 0.086초로 측정되어 샘플

링 시간 0.1초 내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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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선형 제어기의 동형암호화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제어 시스템의 LWE 기반 암호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실적 문

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구

현과 모의실험 결과 본 알고리즘은 제어기의 샘플링 시간 내에 연산 및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호문의 용량을 제한하며, 제어기 성능 손

상이 미미한 수준이 되도록 메시지의 스케일링 계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서도 최선의 보안성을 확보한다. 본 알고리즘을 토대로 프로그래밍한 동

형암호 제어기 모듈은 앞서 말한 조건을 잘 충족시킴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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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서 동형암호로 제어기를 암호화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

문은 그 중 Learning With Errors(LWE) 기반 동형암호로 이산시

간 선형 제어기를 암호화하는 라이브러리를 구현하기 위해, 파라

미터 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제 구현을 통해 모의실험으로

확인하였다. 개발된 라이브러리는 제어 연산이 샘플링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호문 크기를 통제하며, 원본 제어기와 실질

적으로 동등한 제어 성능을 성취하고, 앞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가

능한 최대한의 보안성을 확보한다.

주요어 : 동형암호, LWE 기반 암호, 제어 시스템 암호화, 파라미터

설계

학 번 : 2018-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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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별) 반올림 연산

 : 열 벡터  를 방향으로 쌓은 열 벡터  T T
T

∥⋅∥: 행렬 또는 벡터의 무한 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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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컴퓨팅을 통한 제어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

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이 주목을 받고 있

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데, 전력망, 발전소, 교통

등 다양한 기반 시설에 이용되므로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제어 시스템의

보안 확보가 필요하다. 공격자는 센서에 공격 신호를 주입해 시스템 작

동을 훼손할 수 있는데, 그런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파괴 공작을 위한 준비 단계로 제어 시스

템의 입출력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려 할 수 있다. 이때 데이터의 기밀성

을 보장 가능한 것이 동형암호 기법이다.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는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들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복호화하면 원래의 연산 결과가 나온

다. 따라서 동형암호화된 제어기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제어 연산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1-1. 기존 암호화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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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동형암호화 제어기

기존 암호 기법으로 제어 시스템을 암호화하면 제어 연산을 위해 신

호를 복호화해야 하므로 공격받을 때 평문이 그대로 노출되며, 제어기가

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는 비밀 키가 유출될 수 있다. 반면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은 제어기 내에 평문 상태 신호와 비밀

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격받아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2015년에 K. Kogiso and T. Fujita는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동형암

호화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1]. 그런데 암호화된 동적 제어 시스템이 제

어 연산을 무한히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어

야 가능하다 [2]. 참고문헌 [2]는 선형 제어기를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

되도록 변환하고 Learning With Errors(LWE) 기반 암호 시스템으로 암

호화하는 법을 제안했다 [2]. 선형 제어기 연산은 행렬 간 곱셈만으로 가

능하고, LWE 기반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행렬 간 곱셈이 가능하므로 선

형 제어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2].

동형암호 시스템을 생성하고 암호화와 복호화, 여러 연산 기능을 제공

하는 라이브러리는 SEAL1), HEAAN2) 등이 공개배포되어 있다. 하지만

암호화된 제어기를 구축하려면 동형암호 연산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불

1) https://github.com/Microsoft/SEAL

2) https://github.com/snucrypto/HE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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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 설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어기가 동형암호 위에서도 실용적

인 제어 성능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암호 파라미터를 설계해야 한다. 또

한 제어기 동형암호화의 난관인 무한연산 문제, 데이터량 증가로 인한

연산 시간 증가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체 설계 과정을 대신

해주는 라이브러리의 수요가 존재한다.

현재는 제어기 동형암호화를 제공하는 오픈 배포 코드가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 [표 1-1]는 기존에 공개된 유일한 제어기 암호화 라이브러리

인 Teranishi의 ECLIB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 LWE-ECLIB

를 비교한 것이다.

라이브러리 Teranishi3) LWE-ECLIB

사용 암호 ElGamal, Pailler GSW-LWE

프로그래밍 언어 MATLAB, Python C++

시뮬레이션 O O
모듈화 X O

파라미터 설계 X O
무한연산 X O

제어행렬 암호화 O, X O
상태변수 비-복호화 X, O O

표 1-1. LWE-ECLIB 라이브러리의 지원 요소

참고문헌 [2]는 제어기 암호화의 실제 구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서는 논의가 불충분했다. 실제 구현시에 난관이 되는 부분은 암호화된

제어기의 연산 시간 문제다. 데이터가 암호화되면 데이터 양이 많이 늘

어나므로 그 데이터끼리 곱하는 제어 연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스

텝의 제어기 연산 시간과 신호 통신 시간의 합이 샘플링 주기보다 짧아

야 제어가 성공하므로 시간적 제약은 암호문의 데이터 길이를 제한한다.

3) https://github.com/KaoruTeranishi/Encrypted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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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호화된 제어기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도 중요한 문제다.

성능 지표인 보안 레벨 은 공격에 필요한 시도횟수의 기댓값인데, 본

논문은 암호화된 제어기의 보안 레벨을 최대한 높이는 알고리즘을 사용

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다. 그 외에 제어기 암호화가 제어 성능에 미치는

영향, 즉 오차 범위의 변화도 사용자가 주목할 요소다. 본 논문은 [2]에

서 증명된 정리를 바탕으로 제어기의 정수화 및 암호화로 인한 성능 저

하가 기준 비율 이하가 되도록 보장하는 수식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보안 레벨은 암호문 차원 과

함께 증가하나, 이 클수록 암호문 용량이 커져서 소모 시간이 증가한

다.

본 연구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암호화 과정의 파라미터들을 설계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해당 설계법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제

어기를 암호화해주는 제어기 암호화 라이브러리 LWE-ECLIB를 개발했

다. 또한, 제어 모의실험을 통해 본 알고리즘의 실현성과 효능을 확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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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알고리즘과 구현이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 [2]

에서 사용한 동형암호 시스템과 [2]가 제안한 제어기의 동형암호화 방법

을 소개한다. 표기는 대체로 [2]를 따르나 방법의 차이로 인해 또는 혼선

을 막기 위해 일부는 바꿨다.

제 1 절 Learning With Errors 기반 동형암호

참고문헌 [2]는 LWE(Learning With Errors) 기반 암호로 선형 이산

시간 제어기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 LWE 기반 암호 시스템

은 참고문헌 [3]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2]의 LWE 암호 시

스템을 그대로 쓰되 표기에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암호 시스템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평문 공간 크기

: 암호문 공간 크기

: 암호문 차원(단일 평문이 암호화되면 길이 짜리 벡터가 된다)

: 암호화 과정에서 암호문에 주입하는 노이즈의 크기 상한

: 암호문의 밑(암호문의 개별항을 진법으로 변환해 여러 작은 수로

자르는 단위로, 암호문 간 곱셈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4))

그림 1은 [2]에서 소개한 암호 함수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4)  ⌊


⌋⌊

 

⌋, Mult′  ′∙col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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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설정한다. 노이즈 상한 , 암호문 공간 크

기 , 암호문의 밑 를 선택한다.  ⌈loglog⌉.

KeyGen(params): 비밀 키 ∈Z를 ∥
T∥≤를 만족하도록 무작위 생

성 후 반환한다.

Enc(∈Z , ): 무작위 벡터 ∈Z

와 노이즈 ∈Z를 생성한다(단

∥∥≤). 그 후, 다음 연산을 수행하고

 ∙


 mod

col 를 암호문으로 반환한다.

Dec(c∈Zq
n
, ): 벡터 c를 c  col (단 ∈Zq, ∈Zq

n
)으로 분해하고

다음 식으로 나오는 평문

′⌈∙∙


⌋mod

을 반환한다.

Add(c∈Z
  c∈Z

 
): cc mod를 반환한다.

ScalarMult(∈Z c∈Z
 
): ∙c mod를 반환한다.

Enc ′(∈Z , ): 무작위 행렬 ∈Z
×′과 ∈Z′를 생성한다(단

∥T∥≤). 행 벡터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

Enc′ 

 ∙    ∙  ⋯ 
 ∙  



 



mod∈Z

 ′

을 반환한다.

Mult(c′∈Z
 ′ c∈Z

 
): c를 다음과 같이

 ⌊


⌋⌊

 

⌋

c

c
⋯cd 로 분해하고,

Mult′  ′∙col   
 mod

을 반환한다.

그림 2-1. LWE 암호 시스템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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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E 기반 암호는 암호화 과정에서 노이즈를 주입하기 때문에 연산

결과와 의도된 평문과의 오차가 발생한다. 평문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한

것과 원래의 평문과의 오차(∆Enc)와 암호문간의 곱을 복호화한 것과

원래의 평문간의 곱과의 오차(∆Mult )는 본래 암호 파라미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

∆Enc ⌈


⌋ ∆Mult ⌈


⌋ (1)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서는 평문 공간과 암호문 공간의 크기를 같게

해서 


이 성립하고, 파라미터들은 모두 정수로 선택하므로 암호 오

차는 다음처럼 된다.

∆Enc  ∆Mult  (2)

제 2 절 제어기 동형암호화

임의의 플랜트가 있고, 그 플랜트를 (3)의 이산시간 선형 제어기가 제

어해서 안정한 시스템을 이룬다고 하자.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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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형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의 작동 구조

제어기 (3)에서 제어 신호와 상태 공간 행렬을 모두 동형암호로 암호

화해, (4) 형태의 제어기로 만들기로 한다 [2].

xFGR xyu′

uHJ xy

xEnc

(4)

여기서,  는 각각 제어기의 신호와 행렬을 병합한 것이다.

xy   xT yT
T

xyu′   xT yT u′T
T

FGR  F G R

HJ  H J

(5)

선형 제어의 무한연산이 가능하려면 제어기의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

어야 한다. 선형 제어기의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 되도록 변환하는 법은

[2]의 2장 3절에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선형 제어기 중 SISO 제어기

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더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다. 사용한 변환

법은 다음과 같다.



- ix -

①원본 제어기 (3)을 관측 가능 표준형으로 변환한다.

(l:  벡터 길이)













   ⋯ 
   ⋯ 

⋮ ⋮⋮⋱⋮
l   ⋯ 

l   ⋯ 















⋮
l



   ⋯    

②관측 가능 표준형의  갱신 식에서 를 추가 입력 신호로 씀으

로써 상태행렬의 1열을 소거하여 정수행렬로 만든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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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
l













   ⋯ 
   ⋯ 
⋮⋮⋮⋱⋮
   ⋯ 
   ⋯ 















⋮

l
l















⋮
l



  ⋯     




(6)

따라서 위 방법으로 변환된 제어기 (6)을 암호화한 제어기 (4)에서는

[그림 2-2]와 같이 제어기의 출력 신호 u가 플랜트의 복호화 단에서

복호화된 후 다시 u′ 로 암호화되어 제어기의 입력 신호로 들어간다.

제어기 내 변수의 갱신이 엉키지 않도록 하려면 제어 연산과 신호 송

신의 순서를 맞춰야 한다. 올바른 동작을 보장하는 제어기 루틴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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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하다.

①u←HJ xy

②u를 플랜트로 보낸다

③플랜트가 u를 복호화하고 다시 암호화해서 보낸 u′를 받는다

④x←FGR xyu′

선형 제어기의 LWE 기반 암호화에는 암호 시스템 자체의 파라미터

외에도 추가로 스케일 팩터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스케일 팩터 파라미터

는 실수 신호와 상태 공간의 실수 행렬을 스케일링해서 정수로 만들기

위한 계수다.

l
ll: 각각   의 벡터 길이

ryru: 각각 제어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  의 해상도

L: 신호  의 스케일링 계수

s
s: 제어기의 상태 공간 행렬들을 정수 행렬로 양자화하기 위한 스

케일링 계수

: 가능한 원본 제어기 출력의 집합. 즉 ′∈ ∀∈를 만

족하는 닫힌 유계 실수 집합

 의 양자화는 신호가 각각의 해상도로 절사되는 과정이다.

 ry⌈ry


⌋,  ru⌈ru


⌋ (8)

스케일링 계수 L은 신호의 암호화 과정에서 주입하는 노이즈에 의한

성능 손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 [2]. L을 해상도 ry ru를 이용해

서 각각 양자화된 신호  에 L을 곱하고 반올림한 후에 암호화

한다. 암호화된 상태를 각각 y u로 표기한다.

y Enc⌈L


⌋mod, u′ Enc⌈L


⌋mo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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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의 상한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입력 신호의 크기를 증폭시

킨 상태에서 메시지로 쓰면 암호 연산 과정에서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작아진다 [2]. 이는 참고문헌 [2]의 Corollary 2.2.3.에서 증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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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알고리즘 및 구현

제 1 절 문제 정의

본 논문은 다음 플랜트와 제어기로 이루어진 안정한 시스템을 다룬다.

플랜트는 연속시간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다.

 

 
(10)

이 플랜트를 다음과 같은 이산시간 SISO(Single-Input Single-Output)

선형 제어기로 제어한다.

 ′ ′ 

 ′ ′ 



  ∙  ,    ⋯

(11)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제어기를 동형암호 제어기로 변환하고 원본 시

스템과 동등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제약 조건들은 두 가

지다. 첫째는 제어기 성능으로, 제어기의 정수화 및 암호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기준 비율 이하여야 한다. 둘째는 연산 및 통신 시간으로, 한 스

텝의 제어기 연산 시간과 신호 통신 시간의 합이 샘플링 주기보다 짧아

야 한다. 그 외의 성능 지표는 보안 레벨 로, 공격에 필요한 시도횟수

의 기댓값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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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레벨은 암호문 차원 과 함께 증가하나, 이 클수록 암호문 용량이

커져서 소모 시간이 증가한다.

이번 장에서 제안할 알고리즘은 암호화된 제어기로 이루어진 전체 시

스템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1. 제어기의 샘플링 주기 내에 제어 연산을 마친다

2. 제어기 암호화에 의한 성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다

3. 위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최대한의 보안 수준을 확보한다

제 2 절 파라미터 결정 알고리즘

암호문의 밑은  5)로 고정하고, 주입 노이즈 상한 는 사용자에

게 입력받되 6)를 권장한다. 제어기 입출력 신호  의 분해능

ry ru와 출력 신호의 허용범위 집합 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

모델 (11)의 제어기 행렬  ′ ′ ′ ′를 사용자로부터 유리수 형태로

입력받고 2장 2절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상태행렬  ′이 정수행렬이 되도

록 제어기를 변환한다.




(12)

5) 하나의 큰 수를 여러 작은 수로 분해하는 값은 작을수록 암호문 공간 크기

의 상한이 커지나, 연산 횟수가 증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을 절

충점으로 정했다.

6) 가 증가할수록 노이즈의 가짓수가 늘어나 보안 레벨이 강화되나 노이즈로

인한 제어 성능 저하가 커진다. 본 알고리즘은 로 고정하고 보안 강화는

 파라미터로만 추구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64비트 저장공간의 한계상 노이즈

를 제압하기 위해 L을 무한정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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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행렬 외의 모든 행렬이 정수행렬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행렬

스케일링 팩터 ss를 결정한다. 즉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한

다.

∥⌈


⌋


∥∥⌈


⌋


∥

∥⌈


⌋


∥∥⌈


⌋


∥

(13)

① 암호문 차원 은 연산 및 통신 시간을 결정하므로, 다음 부등식

≤ (17)

을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로 정한다. 통신 시간은 길어도  이하라고

가정하자. 연산 시간은 에 비례하므로,  으로 잡고 제어 연산 한

스텝을 테스트 시행했을 때 측정된 시간이 t일 때   ×


t



로

설정하면 (6)을 만족한다.

② L은 다음 부등식

∥Lssryru
LssryruLssryru∥≤degrade (14)

(degrade는 양의 상수)

을 만족하는 2의 거듭제곱 중 가장 작은 정수로 택한다. 여기서 함수 

는 제어기가 양자화된 시스템의 오차 상한, 는 제어기가 암호화된 시스

템의 오차 상한이다. 부등식 (14)은 다음 연립부등식과 동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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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

Lsl l l∆L∥∥∥∥∆Enc
≤degrade,





r

∥∥

r


Lssl l∆MultL∥∥∆Enc
≤degrade,





s


Ls∆Enc
L∆Enc ≤degrade.

(15.1)

(15.2)

(15.3)

(∆Enc ∆Mult )

이 절의 끝에서 위의 연립부등식을 유도하겠다.

③ 평문 공간 크기 은 평문 공간이 스케일링된 제어기 출력 를 언

제나 포함하도록 다음과 같이 충분히 크게 정한다.

  
⌈logLs

 

ru

⌉ (16)

  이면7), 로 설정하고 가능한 최대의 L과 그에 따른

를 계산한다.

④ 암호문 공간 크기는 평문 공간 크기와 같게 한다( ).

암호화 파라미터   의 함수인 시스템의 보안 레벨   을

LWE estimator(참고문헌 [4])를 통해 유도한 근사법으로 추정한다. 코드

는 [그림 3-1]과 같다.

7) 암호문 간의 곱셈 결과가 64비트 변수 저장 용량을 넘어서 오버플로를 일으키지 않

도록 하려면 log  log ≤ 를 만족해야 하므로,   
일 때  ≤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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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PrintSecurityLevel() {

if (n <= 500) {

security_level = 25.094 * pow(n, 0.0503);

}

else {

security_level = 0.00009 * n * n - 0.0431 * n + 31.237;

security_level += 3.0 * (48 - logq);

}

cout << "security level: rop=2^" << security_level << endl;

}

그림 3-1. 보안 레벨 출력 코드

2.1 ⑤의 부등식 유도과정

참고문헌 [2]의 Proposition 2.2.1.과 Theorem 2.2.2., Appendix 3을 기

반으로, 본 논문에서 변형한 제어기 설정을 적용해서 부등식을 유도한다.

양자화에 의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일단 제어기에 입력되는 실수 신

호  가 양자화될 때 최대 해상도의 절반만큼 오차가 발생한다.

∥∥∥ry⌈ry


⌋∥≤

ry
(18)

∥∥∥ru⌈ru


⌋∥≤

ru
(19)

이제 양자화된 상태의 제어 연산 결과와 평문 상태의 제어 연산 결과

의 오차를 계산해보자. 변수 


 


 


을 구하기 위한 제어 연산

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는 (20.1)~(20.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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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0.1)

(20.2)

(20.3)

(20.1)~(20.3)의 무한 노름은 다음 부등식들을 만족한다.

∥ ∥≤∥⌈


⌋


⌈


⌋


∥

∥





∥

≤s


∥∥


ry
s



∥∥


ru

(21)

∥ ∥≤∥⌈


⌋


⌈


⌋


∥

≤∥





∥≤

∥∥


ry
(22)

∥∥∥⌈


⌋


∥≤


(23)

그런데 들은 행렬 스케일링 계수에 의해 스케일링된 변수, 즉




 


 


에 대한 오차이므로 실제   에서는 다시 역

스케일링되는만큼 오차가 증폭된다. 또한, 복호화된 실수 신호 는 플

랜트 센서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ru로 절사가 되므로 (25)와 같이

추가 오차가 발생한다.     는 제어기의 교란을 표기하는 변수

로 1절의 제어기 모델 (11)에서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양자화만 된 제어

기의 교란을 위첨자 를 붙여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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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r⌈r



ss

⌋ss

ut (25)


   (26)

각 교란의 무한 노름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고, 이렇게 유도된 상한을

각각 라는 함수로 정의한다.

∥
 ∥∥ ∥≤

ry
∥∥∥∥  ssr (27)

∥
 ∥∥ 


∥

≤∥∥

r


r
  ssr

(28)

∥
∥ ≤

s

 ssr (29)

함수 ssr는 양자화에 의해   에 발생하는 오차 노름

의 상한을 길이 3짜리 열벡터로 쌓은 것이다.

ssr











 ssr

ussr

ssr















ry
∥∥∥∥



r
∥∥

r



s


(30)

이제 양자화된 신호  를 L로 스케일링하고 암호화한다.

y EncL


mo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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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ncL


mod (32)

암호화에 의한 오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암호 오차

∆Enc∆Mult는 2장 1절에서 다룬 대로 수식 (2)와 같다.

∆x   xxt
mod (33)

∆u  u
 mod (34)

∆  x
mod (35)

∆ DecyL

ry
⌈ry


⌋≤∆Enc (35)

∆ DecuL

ru
⌈ru


⌋≤∆Enc (36)

∆ DecF∙x∙Decx (37)

∥∆∥∥DecF∙x∙Decx∥≤∥∥ l∆Mult l (38)

∆ DecG∙y
 ∙Decy (39)

∥∆∥∥DecG∙y
 ∙Decy∥≤∥∥ l∆Mult l (40)

∆ DecR∙u
 ∙Decu (41)

∥∆∥∥DecR∙u
 ∙Decu∥≤∥∥ l∆Mult l (42)

이상을 정리하면 ∆ ,∆ ,∆의 무한 노름 상한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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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ecFxtGytRu′ t 


∥

∥


∆ 





∆∆




L


∆ ∆L


∥

∥∆∆∆
∆

∆∥

≤l l l∆Mults

∥G∥∥R∥
∆Enc  x s

(43)

∥∆u∥∥u
 mod∥

≤l l∆Mults

s


∥J∥
∆Enc  uss

(44)

∥∆∥∥x
mod∥≤∆Enc   (45)

이제  의 오차엔 Ls
을, 의 오차엔 Ls


s
을 곱해서 역스케

일링한다. ssr와 마찬가지로, Lssr는   에 각각

발생하는 오차를 길이 3짜리 열벡터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는데 대신 양

자화와 암호화를 모두 거친 제어 시스템에서의 오차다. 가 에 비해

증가한 양은 다음과 같이 L에 비례하므로, L값의 조정을 통해 원하는

만큼 0에 가깝게 감소시킬 수 있다.

Lssr 











xLssr

uLssr

Lssr

r











Lsx s

Ls

s
uss

Ls















ry
∥∥∥∥



r
∥∥

r



s














Ls
l l l∆MultL∥∥∥∥∆Enc
Lssl l∆MultL∥∥∆Enc

Ls
∆Enc

(46)



- xxi -

이제 의 에 대한 상대적인 증가율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에 대

해서 각각 정리하면 (47), (48), (49)가 된다.








ry
∥∥∥∥

Ls
l l l∆L∥∥∥∥∆Enc

(47)



 




r

∥∥

r


Lssl l∆MultL∥∥∆Enc
(48)








s


Ls∆Enc
L∆Enc (49)

(∆Enc ∆Mult )

제 3 절 암호화 제어기 구현

앞에서 구축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어기 암호화 라이브러리

LWE-ECLIB(LWE-based Encrypted Controller Library)를 C++ 언어로

구현했다. 배포 링크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은 배포 페이

지의 매뉴얼에 있다.

https://github.com/KimMinryoung/LWE-ECLIB

본 라이브러리는 3개의 내장 모듈을 제공한다. 다음 모듈들을 장치에

내장하여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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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구축을 돕는 설계 모듈을 제공한다.

다음은 각 모듈의 클래스와 함수 목록이다.

class Encrypter

void PrintSecurityLevel()

: 설정된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되는 보안 레벨을 출력

MatrixXu Enc(MatrixXd m, bool signal)

: 실수 행렬을 스케일링하고 암호화해서 반환

MatrixXu Encm(MatrixXd m)

: 실수 행렬을 스케일링하고 Enc′m 함수로

암호화해서 반환

MatrixXu SplitMtx(MatrixXu m)

: 암호화된 행렬을 다른 행렬과의 곱셈을 위해 Split해서 반환

int Getq()

: 결정된 암호문 공간 크기 값을 반환

class Decrypter

MatrixXd Dec(MatrixXu c, int scaling, bool signal)

: 암호화된 행렬을 복호화하고 역스케일링해서 반환

Encrypter 신호를 스케일링하고 암호화

Decrypter 신호를 복호화하고 역스케일링

Encrypted Controller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해 제어 연산 수행

System Builder
사용자의 입력과 요구 조건에 맞도록, 적절한

파라미터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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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ncryptedController

EncryptedController(MatrixXu encm_FGR, MatrixXu encm_HJ, MatrixXu

enc_x_init, int logq)

MatrixXu GetOutput(MatrixXu enc_y)

: 플랜트 출력을 받아 제어 연산을 수행하고 제어기 출력을 반환

MatrixXu UpdateState(MatrixXu enc_y, MatrixXu enc_u_prime)

: 플랜트 출력과 플랜트가 되돌려준 제어기 출력을 받아 제어 연산을 수행하고

상태변수를 갱신

MatrixXu MergeByRow(MatrixXu a, MatrixXu b)

: 행렬 와 를 행 방향으로 병합해 반환

MatrixXu Mult(MatrixXu encm, MatrixXu split_enc)

: 암호화된 행렬끼리 곱셈해 반환

MatrixXu SplitMtx(MatrixXu c)

: 암호문 행렬 c의 각 항을 진법으로 분해해 열 방향으로 길게 늘린 행렬을

반환

class SystemBuilder

void BuildController(double T_s, int F_precision, int G_precision, int

H_precision, int J_precision)

: 원본 제어기와 설정값들을 가지고 암호화 파라미터를 설계하고 암호화된 제어

기 모듈과 암호화 모듈, 복호화 모듈을 생성

void ControlLoop()

: 주어진 플랜트와 암호화한 제어기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제어 시뮬레이션 루

프를 시작

double GetInfinityNorm(MatrixXd m)

: 행렬의 최대 절대 행 합을 반환

int DeltaEnc()

: ∆Enc   반환

int DeltaMult(int n)

: ∆Mult   반환

아래는 입출력 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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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txt

AB

0.9048 0.08611 0.003306 0.0001222

0 0.8187 0.05636 0.003428

0 0 0.3679 0.06321

CD

1 0 0 0

F

1 0

1 0

G

1

0

H

1.582 0

J

158.2

x

100

70

50

u

0

y

0

r

25.75

T_s

0.1

r_y and r_u and U

1000 1000 16000

그림 3-2. 입력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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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상태행렬이 정수행렬이 되도록 변환된 제어행렬들의 출력 결과

그림 3-4. 결정된 파라미터 출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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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제어 루프 시뮬레이션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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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txt

5 25.75 33.9519 33.9521 33.9519

10 25.75 25.6489 25.6488 25.6489

15 25.75 24.9222 24.9221 24.9222

20 25.75 25.1217 25.1216 25.1217

25 25.75 25.3384 25.3381 25.3384

30 25.75 25.4872 25.4873 25.4872

35 25.75 25.5829 25.5829 25.5829

40 25.75 25.6438 25.6442 25.6438

45 25.75 25.6825 25.6827 25.6825

50 25.75 25.7071 25.7073 25.7071

55 25.75 25.7227 25.7226 25.7227

60 25.75 25.7327 25.7324 25.7327

65 25.75 25.739 25.7385 25.739

70 25.75 25.743 25.7424 25.743

75 25.75 25.7456 25.7451 25.7456

80 25.75 25.7472 25.747 25.7472

85 25.75 25.7482 25.7484 25.7482

90 25.75 25.7489 25.749 25.7489

95 25.75 25.7493 25.7494 25.7493

100 25.75 25.7495 25.7494 25.7495

105 25.75 25.7497 25.7498 25.7497

110 25.75 25.7498 25.7494 25.7498

115 25.75 25.7499 25.7499 25.7499

120 25.75 25.7499 25.7496 25.7499

그림 3-6. 출력 파일 예제

(1열: 시간(초), 2열: 기준 신호(),

3열: 원본 제어 시스템의 출력,

4열: 제어기가 양자화된 시스템의 출력,

5열: 제어기가 암호화된 시스템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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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적용 결과

제 1 절 모의실험 설정

원본 제어 시스템은 다음 플랜트와 제어기로 이루어진다.

이산시간 선형 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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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시간 선형 제어기( )

입력 신호: 플랜트 출력 와 기준 신호 ≡.

  .

′: 상태 변수, ′: 제어기 출력 신호

′


 

 

 
′



 



.

′    ′   .

ry ruU.

원본 제어기, 양자화만 된 제어기, 암호화된 제어기 셋을 각각 복제된

플랜트에 부착한다. 세 개의 독립된 시스템에 1000 스텝, 즉 10초 동안

제어 루프를 실행해서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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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

암호화된 제어기

(xy   xT yT
T
, xyu′   xT yT u′T

T
)

<작동 순서>

①u     xy

②u를 플랜트에 보냄

③u′를 플랜트로부터 받음

④x


 


   

   
xyu′

입력 신호: 플랜트 출력 와 기준 신호 ≡의 차를 암호

화한 신호 y Enc와 u′

설계된 파라미터 값

s s r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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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암호화 제어 시스템의 플랜트 출력

그림 4-2. 암호화 제어기와 주어진 제어기의 오차(에 대한 비율) 비교

그림 4-1의 그래프는 암호화된 제어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참조 신호

를 따라가도록 제어됨을 보여준다. 그림 4-2의 그래프는 암호화된 제어

기가 주어진 제어기와 비교해서 유사한 오차 범위 내에서 통제됨을 보여

준다. 또한, 한 스텝 제어 연산에 드는 시간은 0.086초로 측정되어 샘플

링 시간 0.1초 내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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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선형 제어기의 동형암호화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제어 시스템의 LWE 기반 암호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실적 문

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구

현과 모의실험 결과 본 알고리즘은 제어기의 샘플링 시간 내에 연산 및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호문의 용량을 제한하며, 제어기 성능 손

상이 미미한 수준이 되도록 메시지의 스케일링 계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서도 최선의 보안성을 확보한다. 본 알고리즘을 토대로 프로그래밍한 동

형암호 제어기 모듈은 앞서 말한 조건을 잘 충족시킴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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