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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암호문에 대한 동형 덧셈 연산이 가능한 McEliece 암호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진 기약 Goppa 부호를 사용한 McEliece 암호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 상의 연산에서도 현재까지 해독되지 않는 포스트 양자 암호의 대표적인 후보 중 하나이다. 공개키의 크기가 기존 RSA 암호나
타원곡선 암호에 비해 너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암호화나 복호화의 복잡도가 낮아 활용 가능 분야는 더 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IoT와
같은 제한된 연산량을 갖는 장치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Eliece 암호에서는 랜덤 오류가 더해지기 때문에 암호문 생성 시 부호화
과정 자체는 선형으로 수행되지만 오류가 더해진 후에는 선형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McEliece 암호를 사용해서는 동형
연산이 덧셈에 대해서도 불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cEliece 암호가 덧셈에 대해 동형이 되기 위해서 암호화 단계에서 오류 생성을 위한  이
가져야 할 조건을 제시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을 제안한다.

의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Ⅰ. 서 론
지금까지는 RSA 또는 타원곡선기반 공개키 암호시스템이 기반하고 있
는 큰 정수의 인수분해 문제나 이산 로그 문제가 전통적인 컴퓨터 상에서

Ⅱ. 본론

다항 시간 안에 해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McEliece 공개키 암호는 일반적으로 최소 거리가  ≥   인 임의

Shor의 알고리즘에 의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다항 시간 안에 해독할

의 이진 기약 Goppa 부호의 복호 알고리즘 및 생성행렬 랜덤화에 사용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Scrambling 행렬과 순열 행렬을 개인키로 사용하고, Scrambling 행렬과

RSA나 타원곡선암호를 대체할 수 있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순열 행렬을 사용해서 랜덤화시킨 생성 행렬을 공개키로 사용한다. 암호

위협을 받지 않는 포스트 양자 암호 시스템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

화 과정에서 랜덤화된 생성행렬을 통해 만든 부호어(codeword)에 해밍

다. 그러한 암호로는 부호 기반 암호, 격자 기반 암호, 해쉬 기반 암호, 다

무게  이하의 랜덤 오류 값을 더하여 암호문을 만들게 된다.

변수 기반 암호 등이 있다. 그 중, 부호 기반 암호는 오류정정부호를 활용

McEliece 암호는 공개키의 크기가 기존의 RSA 및 타원 곡선 암호에

한 암호로 랜덤한 선형 부호의 신드롬 디코딩이 NP-Complete이라는 사

비해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IND-CCA2 보안을 위해 제

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암호 시스템이다.

안된 Kobara-Imai의 메시지 변환 방법과, Systematic 생성 행렬을 사용

최초의 부호 기반 암호는 1987년에 McEliece가 제안한 공개키 암호 시
스템으로,[3] 그 뒤를 이어 다른 종류의 오류 정정 부호를 이용한 암호 시

하게 되면, 공개키의 크기를 기존의 에서   로 줄이는 것이 가
능하다. 이 과정은 다음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스템들이 계속 제안되었다. 또한 Niederreiter는 패리티 검사 행렬을 기반
으로 둔 다른 형태의 부호기반 암호를 제안하였으며, 이 방식이 McEliece
암호와 등가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공개키 암호화뿐만 아니라 부호 기
반 전자 서명 방식으로 CFS 전자서명도 제안되었으며, Stern의 식별 도

- 공개키:  ×    이진 행렬 R
- 개인키:    에 의해 생성된 부호 g의 복호 알고리즘 
- 암호화:          
 ∈ : 암호문

식(identification scheme) 등이 개발되기도 하였다.[1]
부호 기반 암호에서는 주로 Goppa 부호, GRS 부호, LDPC 부호,

∈ : 평문(메세지)

Reed-Muller 부호 및 Rank metric 기반 Gabbidulin 부호 및 LRPC 부호

: 랜덤

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덧셈에 대해 동형 연산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

  ⊕

의 McEliece 암호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한다. 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상에서 암호문을 해독 없이 직접 덧셈 연산이 가능하게 되어 클라우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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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더해도, 또, 세 부호를 모두 더해도 그 무게가 항상 4가 된다. 따라

  ⊕ 

서  를 통해 무게가 4 이하인 오류를 만들 수 있고 오류 정정 능력이

    ,   ,        

4 이하라면, 복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무게의 오류를 정정하기

  ∈ : 오류

위해서는 더 큰 크기의 일정 무게 부호가 필요하다.

- 복호화:       

        
        
        


    
   ,     

  ⊕  ,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무게가 두 가지 종류 밖에 없는 코드를 사용하는

  ⊕

방법도 있다.[5] 이때 이 두 가지 중에 큰 무게가 t보다 작도록 만들면 일

<표 1 혼합 McEiliece 암호 알고리즘의 -conversion>

정 무게 부호와 마찬가지로 구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McEliece 시스템과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생 행렬
을 기존의 G 대신, Systematic 생성 행렬         (U는
정칙 행렬)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Niederreiter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를 이용해서 메시지로부터(여기서는
 로부터) 오류를 l 비트만큼 생성해 낸다는 것이다.
 를 사용하면, 메시지로 오류를 표현해내기 때문에 공개키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류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론
적인 안전성(semantic security)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암호화
과정을        라고 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모든 를
  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uniform distribution) 있다면, 기존의 McEliece 암호 시스템과 동일한 안
전성을 가진다.[1]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McEliece 암호 시스템의 특징과 단점, 그리고 개선 방안
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McEliece 암호 시스템은 굉장히 오래 전에 제안
된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를 포함한 어떠한 위협적인 공격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개키의 크기가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논
의한 것과 같이 체계적인 발생 행렬을 사용하고  를 이용하면 어느 정
도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동형 암호를 적용하게 된다면 더 효과적인 암호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IND-CCA2 안
전하면서  가 동형 암호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
화된 이후에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암호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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