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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제안한 Esmaeili-Gulliver 암호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Esmaeili 와
Gulliver 가 제안한 것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암호문에서 키와 평문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보이고, 적절한 파라미터를 제안한다. 또한, 암호문에 난수를 덧붙이기(padding) 하여, 암호문
길이를 이용한 공격을 무효화한다. 마지막으로, 채널 오류를 이용하는 대신에 별도의 오류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보안성을 높인다.



)비트와 (1 + ⌊log  ⌋) 비트의 난수를 생성한다. 암호화

Ⅰ. 서 론



최근, Esmaeili 와 Gulliver 에 의해 새로운 부호 기반
대칭 키 암호 시스템이 제안되었다[2]. 이 암호
시스템에서는 선형 오류 정정 부호를 이용하여 평문을
부호화하고, 동기화된 난수 생성기를 이용, 정정할 수
없는 난수를 더한다. 또, 다른 난수를 이용하여 오류가
포함된 부호 워드(codeword)에 비트 삭제와 삽입을
한다. 복호화를 할 때는 이 동기화 된 난수 생성기를
이용해서, 삽입되거나 삭제된 비트를 복원하고 더해진
오류를 제거한 뒤, 오류 정정을 한다. 일반적인 부호
기반 암호와는 달리, 이 암호 시스템은 디코딩
문제(Decoding Problem)에 기반을 둔 암호가 아니다.
따라서 암호화에 사용하는 부호는 공개된다. 이 암호
시스템의 키는 동기화 된 두 개의 난수 생성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Esmaeili-Gulliver 암호 시스템에서
공격의 여지가 있는 약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방법을 제안한다. 안전한 파라미터들을 제안하고, 오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며, 암호문에 난수를 덧붙이기
하여 보안성을 높인다.

1.

평문을 이라고 하면, 이를 부호화해서 부호 워드
를 생성한다.

2.

 =  + ( ) 를 구한다. 여기에서  는 ( −
) 비트의 난수이다.  은 선형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parity
check
matrix)의
우-역
행렬(right inverse)이다. 패리티 행렬은 비가역
행렬이기 때문에, Alice 와 Bob 은 사전에 약속된
방법으로  을 구한다. 이때 (  ) 는 부호의
오류 정정 한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아니라면 를 버리고 다음 난수를 사용한다.

3.

마지막으로,  과 (1 + ⌊log  ⌋) 비트의 난수를





각각  개의 서브 블록으로 나눈다. 각 서브
블록들은 순서대로 대응된다. 난수의 서브 블록의
첫 번째 비트가 대응되는  의 서브 블록에
비트를 삽입/삭제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0 이면 비트 삭제, 1 이면 비트 삽입이다.

삽입/삭제하는 위치는, 나머지 ⌊log  ⌋ 개 비트가


Ⅱ. Esmaeili-Gulliver 암호 시스템

가지는 값과 같다. 삽입/삭제 과정을 거친 암호문
′을 오류가 있는 채널을 통해 Bob 에게 전달한다.

A. 암호화
Alice 와 Bob 은 통신하기에 앞서, (, )
부호(linear
code)와
정수
 를
정한다.
암호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부호 기반 암호와 달리
정정 부호는 공개된다. 그리고 두 개의 동기화 된
생성기가 키로 사용된다. 각 난수 생성기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선형
이
오류
난수
( −

1038

B. 복호화
Bob 도 Alice 와 같은 난수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삽입된 비트를 삭제하고, (  ) 를 계산하여 제거한 뒤
오류 정정을 하게 되면 평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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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 값의 선택
비트를 삭제/삽입하는 과정을 보면, 암호문 서브

블록의 길이는 /인데 반해, ⌊log  ⌋개의 비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0부터 2

⌊


 ⌋

각 암호문 서브 블록의 맨 오른쪽



− 1까지이다. 따라서,




−2

⌊


 ⌋

개의 비트는

반드시 삽입이나 삭제가 되지 않는다. [2]에서 제안한
 = 900,  = 20 을 적용할 경우, 각 서브 블록마다
13 개의 비트가 삽입 혹은 삭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총 암호문의 28%에 달한다.
삽입/삭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하여 공격할 수
있으므로, 삽입/삭제로부터 자유로운 비트가 생기게 하면

는 2 의 제곱수가 되도록  과  를
안 된다. 따라서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  개의 비트 삭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는 부호의 최소 거리(minimum
distance)보다 작아야 한다. 예를 들어, [1]과 같이
(1024,524,50)부호를 사용할 경우 는 32 가 적절하다.

B. H  을 이용하지 않는 오류 생성
[2]에서 제안된 방법대로   을 구하게 되면,   의
행 중  개는 반드시 영벡터가 된다. 즉, ( ) 는
정해진 위치에 최대 ( − )개의 1 이 있고 나머지는 0 인
벡터이다. 이 때문에, 공격자는 추가된 오류의 위치를
알게 된다. 따라서 공격자는 높은 확률로 평문을 알아낼
수 있다. 일반적인 erasure decoding 을 할 때와 같이,
위치를 알고 있는 오류들에 대해 모두 0 을 대입하여
복호화해 보고, 모두 1 을 대입하여 복호화하는 방법을
암호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위치의 값들이 0
혹은 1 로 적절히 치우쳐 있다면 높은 확률로 복호화
된다. 예를 들어 [2]에서 제안된 것처럼  = 900,  =
810,  = 20 을 사용한다면, 채널 오류가 없다고 가정할
시에 복호화가 가능할 확률은 1 − 1.5 × 10 로, 거의
1 에 가깝다. 이는 오류를 더해주고 비트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과정이 암호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2]의 오류로 생각된다. 제안된 방법대로   를
생성해서는 안 되며, 길이가  인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암호화 해시 함수 등을 사용해서 이러한
( ) 의 특성을 이용한 공격을 방지해야 한다.

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복호화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다른 값으로 복호화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염려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채널이라면 높은 확률로
매우 적은 채널 오류가 생성될 수 있다. 이 경우 C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널 오류를 이용하는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채널 오류를 이용하는 대신에,
( ) 와는 별도로 정정이 가능한 오류를 추가하고,
암호문은 별도의 오류 정정 부호를 통해 송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채널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된다. 이때 추가하는 오류는
정정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Alice 와 Bob 사이에
공유될 필요가 없다. 고로 키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Ⅳ. 결론
Esmaeili-Gulliver 암호시스템은 작은 키 크기를
가지며, 암호화와 복호화도 선형 오류 정정부호의 부호화
복호화 정도로 가벼운 암호 시스템이다. 그러나 비트를
삽입/삭제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문에 난수를 덧붙이기 하는
기법, 그리고 적절한 과  를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누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고의로 더하는 오류가 정해진 위치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더 큰 크기의 난수
생성기나 암호화 해시 함수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암호 시스템이 채널 오류를 사용 할 때는
암호문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확률적으로 적은 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널 오류를 이용하는 대신에 고의적인 오류를 추가하고
별도의 오류 정정부호를 통해 송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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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덧붙이기를 이용한 암호문 길이 조절

참 고 문 헌

암호화
과정에서
암호문에
비트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관계로, 암호문의 길이는 최대  +  에서 최소
 −  로 일정하지 않다. 이를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삭제된 비트의 수를 , 제거된 비트의 수를 ,
암호문의 길이를 |′| 이라 하면, 이들 사이에  +  =  ,
 −  = |′| −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통해 간단하게 난수의 특정 비트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암호문의 끝에 난수를 덧붙이기
하여 같은 길이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덧붙이기에
사용하는 난수는 동기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키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D. 채널 오류 대신 고의적인 오류 추가하기
Esmaeili 와 Gulliver 는 암호문을 별도의 오류 정정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법은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떨어트릴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로 비트를
삭제하여 오류 정정 부호가 정정할 수 있는 오류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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