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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천공 Reed-Muller (RM) 부호를 기반으로 한 McEliece 암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RM 부호를 기반으로 한 McEliece 암호 시스템은 Minder-Shokrollahi 공격과 이를 개선한
Chizhov-Borodin 공격에 의해 비밀키를 노출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천공 기법을 통해 이러
한 공격들을 막을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천공 개수
및 천공 위치도 알아내었다.

1. 서론

정수 𝑚𝑚에 대해 다음식이 성립한다.
RM(0, 𝑚𝑚) ⊂ RM(1, 𝑚𝑚) ⊂ ⋯ ⊂ RM(𝑚𝑚, 𝑚𝑚)
RM 부호의 부호 길이, 메시지 길이, 최소 거리는
다음과 같다.
𝑟𝑟
𝑚𝑚
𝑛𝑛 = 2𝑚𝑚 , 𝑘𝑘 = ∑ ( ) , 𝑑𝑑 = 2𝑚𝑚−𝑟𝑟 .
𝑖𝑖

McEliece 암호 시스템은 최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포스트 양자 암호로 주목을 받고
있다. 1987 년에 Goppa 부호를 기반으로 한 McEliece
암호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McEliece 암호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공개키의 크기
가 큰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Goppa 부호 대신
GRS 부호 [2], 극부호 [3], Reed-Muller (RM) 부호 [4]
등을 이용한 암호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들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공격에 의해 취약
해졌다.
RM 부호는 많은 오류를 정정할 수 있어 키 사이
즈 대비 보안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지만 MinderShokrollahi 의 공격[5]과 이를 개선한 ChizhovBorodin 공격[6]에 의해 비밀키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천공 기법을 통해 RM 부호의 구조
를 숨겨 두 공격을 막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LDPC
를 기반으로 한 McEliece 의 암호 시스템에 천공 기
법을 적용하는 시스템 [7]은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와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최소한의 천공 개수 및
천공 위치도 분석하였다.

𝑖𝑖=0

B. RM 부호 기반 McEliece 암호 시스템
RM 부호 기반 McEliece 암호 시스템은 다음과 같
다. 𝐺𝐺 는 RM (𝑟𝑟, 𝑚𝑚) 부호의 생성행렬이고 𝑆𝑆 는 𝑘𝑘 × 𝑘𝑘
정칙행렬, 𝑃𝑃는 𝑛𝑛 × 𝑛𝑛 전치행렬이다.
비밀키: 𝑆𝑆, 𝐺𝐺, 𝑃𝑃
공개키: 𝐺𝐺 ′ = 𝑆𝑆𝑆𝑆𝑆𝑆, 𝑡𝑡
암호화: 𝑘𝑘비트 메시지 𝑚𝑚에 대해
𝑐𝑐 = 𝑚𝑚𝐺𝐺 ′ + 𝑒𝑒를 수행
𝑒𝑒는 오류 벡터이고 wt(𝑒𝑒) = 𝑡𝑡
복호화: 양변에 𝑃𝑃 −1를 곱하면
𝑐𝑐𝑃𝑃−1 = 𝑚𝑚𝑚𝑚𝑚𝑚 + 𝑒𝑒𝑃𝑃 −1
복호알고리즘을 통해 오류 𝑒𝑒𝑃𝑃 −1 를 고치고
𝑚𝑚𝑚𝑚값을 얻음. 𝑆𝑆 −1 를 곱하여 𝑚𝑚 복원.
C. RM 부호 McEliece 암호시스템 공격

C.1 Minder-Shokrollahi 의 공격
Minder-Shokrollahi 의 공격은 전치행렬 𝑃𝑃를 찾는 공
격이다. 부호 𝐶𝐶 = RM(𝑟𝑟, 𝑚𝑚)𝜎𝜎 는 어떤 𝜎𝜎 에 의해 전치
된 부호라고 하자. 공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𝐶𝐶의 부호들 중 RM(𝑟𝑟 − 1, 𝑚𝑚)𝜎𝜎 에 속하는 부호들을
충분히 찾는다.

2. 사전지식

A. RM 부호
RM 부호 RM(𝑟𝑟, 𝑚𝑚)은 차수가 𝑟𝑟보다 작거나 같은
𝑚𝑚 변수 Boolean 함수로 된 선형 부호이다.
정리 1. (Minder and Shokrollah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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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M(1, 𝑚𝑚)𝜎𝜎 를 찾을 때까지 되풀이한다.
3. RM(1, 𝑚𝑚)𝜏𝜏⋅𝜎𝜎 = RM(1, 𝑚𝑚)인 순열 𝜏𝜏를 찾는다.

1, 𝑚𝑚) 의 부호들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공격을 막
을 수 있다.
A. Chizhov-Borodin 의 공격
Chizhov-Borodin 의 공격은 RM 부호의 직교 부호는
RM 부호를 이용하였다. 천공 부호의 직교 부호는
단축 부호임을 이용한다. 따라서 천공 RM 부호의
직교 부호는 단축 RM 부호이고 단축에 의해 행이
삭제 되었고 이를 복원하는 것이 어려워 ChizhovBorodin 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C.2 Chizhov-Borodin 의 공격
Chizhov-Borodin 의 공격은 Minder-Shokrollahi 의 공격
을 개선한 것이다. RM(𝑟𝑟, 𝑚𝑚) 이 주어져 있을 때,
RM(𝑘𝑘𝑘𝑘, 𝑚𝑚) 과 직교 부호인 RM(𝑚𝑚 − 𝑟𝑟 − 1, 𝑚𝑚) 을 다항
식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다. 그러면 RM(𝑘𝑘𝑘𝑘 + 𝑙𝑙(𝑚𝑚 −
1), 𝑚𝑚) 도 다항식 시간 안에 구할 수 있고
RM(gcd(𝑟𝑟, 𝑚𝑚 − 1) , 𝑚𝑚) 도 마찬가지이다. gcd(𝑟𝑟, 𝑚𝑚 −
1) = 1이면 RM(1, 𝑚𝑚)을 바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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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𝑐𝑐를 𝐶𝐶의 부호라고 하고 𝐿𝐿을 인덱스 집합이라고 할
때, proj𝐿𝐿 (𝑐𝑐)는 𝑐𝑐에서 𝐿𝐿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은 서브 부호이다. 선형 부호 𝐶𝐶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다. proj𝐿𝐿 (𝐶𝐶) = {proj𝐿𝐿 (𝑐𝑐)|𝑐𝑐 ∈ 𝐶𝐶}
천공 RM 부호를 이용한 McEliece 암호 시스템은 다
음과 같다.
1) 키생성
1-1) 천공
𝐶𝐶 = RM(𝑟𝑟, 𝑚𝑚): 𝑘𝑘 × 𝑛𝑛 생성행렬
해밍무게가 최소인 𝑥𝑥 ∈ 𝐶𝐶찾음
projsupp(𝑥𝑥) (𝐶𝐶)중 해밍무게가 최소인 𝑦𝑦찾음
supp(𝑦𝑦) ⊂ 𝐿𝐿𝐷𝐷 를 만족하는 인덱스 집합 𝐿𝐿𝐷𝐷 선택 
𝐺𝐺 에서 𝐿𝐿𝐷𝐷 에 해당하는 열을 제거하고 이를 𝐺𝐺𝐷𝐷 라고
정의Ǥ
ͳǦʹሻ 𝑆𝑆, 𝑃𝑃 생성
𝑆𝑆: 𝑘𝑘 × 𝑘𝑘 정칙행렬
𝑃𝑃: (𝑛𝑛 − |𝐿𝐿𝐷𝐷 |) × (𝑛𝑛 − |𝐿𝐿𝐷𝐷 |) 전치행렬
비밀키: 𝑆𝑆, 𝐺𝐺, 𝑃𝑃, 𝐿𝐿𝐷𝐷
공개키: 𝐺𝐺𝐷𝐷′ = 𝑆𝑆𝐺𝐺𝐷𝐷 𝑃𝑃, 𝑡𝑡 ′ = [𝑡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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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𝑘𝑘비트 메시지 𝑚𝑚에 대해
𝑐𝑐 = 𝑚𝑚𝐺𝐺𝐷𝐷′ + 𝑒𝑒를 수행
𝑒𝑒는 오류 벡터이고 wt(𝑒𝑒) = 𝑡𝑡′
복호화: 양변에 𝑃𝑃 −1를 곱하면
𝑐𝑐𝑃𝑃−1 = 𝑚𝑚𝑚𝑚𝐺𝐺𝐷𝐷 + 𝑒𝑒𝑃𝑃 −1
𝐿𝐿𝐷𝐷 에 해당하는 위치에 ‘?’ 삽입 후
복호알고리즘을 통해 오류 𝑒𝑒𝑃𝑃 −1 를 고치고
𝑚𝑚𝑚𝑚값을 얻음. 𝑆𝑆 −1 를 곱하여 𝑚𝑚 복원.

4. 새로운 암호시스템의 안전성

A. Minder-Shokrollahi 의 공격
다음 정리에 의해 Minder-Shokrollahi 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정리 1
RM 부호 RM(𝑟𝑟, 𝑚𝑚)에 대해 최소 |𝐿𝐿𝐷𝐷 | = 2𝑚𝑚−2𝑟𝑟 개의 열
′
삭제가 필요하다. 이 때, 𝐶𝐶supp(𝑥𝑥) ⊊ 𝐶𝐶supp(𝑥𝑥
′ ) 가 성립한
다.
′
𝐶𝐶supp(𝑥𝑥) ⊊ 𝐶𝐶supp(𝑥𝑥
성립하면 공격에서 RM(𝑟𝑟 −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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