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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체계적인 패리티 (systematic parity check) 행렬을 이용한 부호 기반 전자서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부호 기반 전자서명 시스템인 Courtois, Finiasz, Sendrier (CFS) 전자서명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CFS 전자서명
시스템으로는 복호화 과정이 포함된 서명 과정에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복호화 과정을 단순화하고
서명이 될 메시지가 복호 가능할 확률을 높여 이를 해결하였다.

CFS 전자서명은 키 생성, 전자서명, 확인 총 3 단계로
나뉘어진다.

Ⅰ. 서 론
McEliece 암호 시스템 [1]은 통신 기술의 채널
코딩을 기반으로 한 부호 기반 암호 시스템이다. 최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기존의 RSA 암호나 타원 곡선 암호 등의
암호 시스템은 모두 취약해진다. 부호 기반 암호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아서 최근
포스트 양자 암호의 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부호를 기반으로 한 암호 시스템 뿐 아니라 전자 서명
시스템도 연구가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
Courtois, Finiasz, Sendrier (CFS) 전자 서명 [2]이다.
CFS 전자 서명은 McEliece 암호 시스템과 동치인
부호를 기반으로 한 Niederreiter 암호 시스템 [3]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CFS 전자 서명은 서명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서명이 될 메시지가
복호 가능해야 하는데 그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복호가
가능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하기 때문이다.
부호를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은 CFS 전자서명
이외에도 Kabatianskii, Krouk, Smeets (KKS) 전자서명
[4] 이 있다. 하지만 이 서명은 Otmani 와 Tillich [5]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논문에서는 CFS 전자 서명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부호 기반 전자서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CFS
전자서명에서 복호화 과정을 단순화 하였으며 서명이 될
메시지가 복호 가능할 가능성을 높여서 서명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Ⅱ. 사전 지식
A. CFS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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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성
패리티 검사 행렬
스크램블링 행렬
순열 행렬

: 복호 알고리즘
공개키   = 
비밀키 , , 
전자서명
 ←+1
 =   ℎ(ℎ()|) 가 복호 가능한 최소의  를 찾음. 복호
가능할 때  = 
  = 를 만족하는 계산
서명은 (, , )가 됨
확인
의 해밍 무게가 보다 작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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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치하면 서명이 맞음.
CFS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문제점으로는 서명이 될 메시
지가 복호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를 Goppa 부호의 패
리티 검사 행렬이라고 가정할 때, 신드롬에 해당하는 서
명이 될 메시지인   ℎ(ℎ()| ) 가 복호 가능할 확률은
1/! 정도 이다.  가 10 으로 일 때 성공할 확률이 대략
2 으로 확률이 매우 낮아서 서명하는데 시간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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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림.

문제를 통해 확률적으로  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의

Ⅲ. 본문

파라미터 값이  = 1000,  = 500 라면  의 역행렬을
구하는데 대략 500 = 2 정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행렬 연산을 통해 를 구하더라도 새로운 무게
제약 조건인  를 넘는다면 계산을 다시 해야하므로 더
높은 계산복잡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A. 새로운 전자서명 시스템
본논문에서는 CFS 전자서명을 개선한 새로운 전자서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키생성, 전자서명, 확인
알고리즘 대신 간단한
도입하고 의 해밍무게가

CFS 전자서명과 마찬가지로
3 단계로 이루어진다. 복호화
연산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보다 큰 값을 이용하였다.

Ⅳ. 결론
본논문에서는 부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자서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CFS 전자서명에서 복호화
과정을 단순화하고 서명이 될 메시지가 복호 가능할
확률을 높여서 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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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의 해밍 무게가 보다 작은 경우
   = 이면 서명이 맞음

B. 새로운 전자서명 시스템에 대한 공격
해밍 무게가 보다 큰 경우에는 보안성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생긴다. 전자 서명에 대한 가장 큰 공격으로는
위조를 하는 공격이 있다. 공격자는 임의로 메시지  을
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신드롬 값인 ℎ() 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선형 방정식    = ℎ() 을 만족하는  를
직접 계산한다. 만약 해밍 무게가 보다 작은 를 찾아야
한다면 이것은 신드롬 복호 문제인 NP-난해 문제를
풀어야 해서 불가능하지만  보다 큰  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의 준역행렬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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