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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한 필드상의 이산 대수 암호시스템의 원분 다항식 구조

요약

원분 다항식은 공개 키 암호화 기술 및 디지털 서명 체계를 포함하는 공개 키 암호시스템을 기초로하여 
이산 대수의 아주 효과적인 실행을 허용하는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을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필드는 최적 정규기로 나타내며,  필드의 승산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는 공개 키를 형성하는데 사용된
다.

대표도

도1a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보안, 암호화 및 통신 상대방의 신분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서명 발생 및 이용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대부분의 공개 키 암호시스템은 인수분해 문제 또는 이산 대수(DL) 문제를 가진다.  인수분해 문제는 비
소수가 주어질 경우 이를 소수로 완전히 인수분해하는데 있다.  DL문제는 g에 의하여 형성되는 그룹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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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 엘리먼트h가 주어질 경우, g
m
=h가 되도록 정수m을 구하는데 있다.  즉, loggh의 값을 구하는데 있다.  

공개  키암호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제안된  체계는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에서  DL을  구하는  것이 
곤란하다.  공개 키 암호시스템은 공개 키 암호화 체계 및 디지털 서명 체계를 포함한다.  모든 체계가 
그러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사용자가 공개 키 및 비  키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A가 B에 보안 메세
지를 보내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공개 키 암호화 체계에서, A는 B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다
음에 B는 그자신의 공개 키 및 비  키를 이용하여 암호를 푼다.  디지털 서명 체계에서, A는 그자신의 
공개 키 및 비  키를 이용하여 메세지를 준비하고, B는 A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메세지를 수신한다. 즉, 
메세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개 키 암호화 체계에서,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키 정보를 이용하지만, 
디지털 서명 체계에는, 보내는 사람은 그 자신의 키 정보를 이용한다.  메세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공개 
키 암호화 체계에서, 받는 사람은 그 자신의 키 정보를 이용하지만, 디지털 서명 체계에서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키 정보를 이용한다.  

일반적인 디지털 서명 체계는 다음의 3개의 단계를 가진다: 시스템 셋업, 보내는 사람에 의하여 서명 발
생 및 받는 사람에 의한 서명 검증.

시스템 셋업은 서명 또는 메세지 암호화전에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DL 기초 공개 키 암호시스템의 시
스템 셋업 중에, 소수가 선택되어 그룹 생성자를 얻기 이해 이용되며, 다음에 랜덤수가 선택되어 유한 필
드에서 결과치를 발생시키도록 생성자에 대한 지수로서 이용된다.  생성자 및 결과치가 알려졌을 때만 랜
덤수를 결정하는 것이 DL문제이다.

시스템 셋업의 결과는 공개 키 및 비  키이다.  공개 키는 공개된 지식으로 소수, 생성자, 결과치 및 그 
외의 다른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비  키는 보내는 사람에게만 알려진 것으로 랜덤수를 포함한다.  

DL 기초 공개 키 암호시스템의 신호 발생 중에, 제 2랜덤수가 선택되고 생성자의 지수로서 사용되어 유한 
필드의 제 2결과치를 발생시키도록 한다.  생성자 및 제 2결과치가 알려졌을 때만 제 2랜덤수를 결정하는 
것이 DL문제이다.  다음에 서명될 메시시상의 비  키를 기초로한 제 3값 및 제 2결과치가 얻어진다.  서
명 발생의 결과는 제 3값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이다. 

DL 기초 공개 키 암호시스템의 서명 검증 중에, 서명의 공개 키 및 제 3값 부분은 제 4결과치를 발생시키
도록 지수적으로 결합된다.  제 4결과가 서명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파라미터와 동일하면, 서명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스템 셋업, 서명 발생 및 서명 검증의 지수 부분은 계산이 곤란하고 시간이 소모된다.  특히 서명 발생 
중에 검증된 사용자에 대한 계산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계산이 곤란하
도록 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공개 키 암호시스템용 공개 키 및 비  키를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서는 제 1소수를 
선택하고, 상기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cyclotomic polynomial)을 얻고, 상기 제 1소수에서 계
산된 원분 다항식의 인수인 제 2소수를 얻고,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generator)를 
구하고(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임), 생성자 및 선택된 정수를 기초로 공개 값을 얻고, 제 1과 
제 2소수, 생성자 및 공개 값을 포함하도록 공개 키를 형성하고, 그리고 선택된 정수를 포함하도록 비  
키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유한 필드는 최적 정규기(normal basis)로 표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제 2소수q는 (log2q)+1≒B를 만족하며, 여기서 B는 소정의 비트 수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제어 정수 t′가 선택되며, 원분 다항식은 t′차 원분 다항식이며, 공개 
키는 제어 정수 t′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메세지에 대한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추가로 제 2정수를 선택
하고 제 2정수와 생성자를 기초로 제 1서명값을 얻고, 제 1서명값 및 메세지를 기초로 제 2서명값을 얻고 
그리고 제 1 및 제 2서명값을 포함하도록 디지털 서명을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형성된 메세지에 대한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는 방법에서는 제 2서명값의 역수인 반정수
(inverse integer)를 구하고, 상기 반정수 및 메세지를 기초로 제 1중간값을 구하고, 상기 반정수 및 제 
1서명값을 기초로 제 2중간값을 구하고, 생성자, 공개 값 및 제 1과 제 2중간값을 기초로 제 3중간값을 
구하고 그리고 제 3중간값이 제 1서명값과 동일할 때 서명이 유효하다고 결정한다. 

공개 키 암호시스템용 공유 키를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제 1소수를 선택하고, 상기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을 얻고, 상기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의 인수인 제 2소수를 얻고, 유한 필드의 승
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구하고(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임), 정수를 선택하고, 생성자를 
기초로한 중간값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간값 및 정수의 함수로서 공유 키를 형성한다.

메세지의 보안 통신을 위한 방법에서는 제 1소수를 선택하고, 상기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을 
얻고, 상기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의 인수인 제 2소수를 얻고,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
그룹의 생성자를 구하고(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임), 정수를 선택하고, 생성자를 기초로한 중간
값을 받아들이고, 중간값 및 정수의 함수로서 공유 키를 형성하고, 그리고 공유 키를 이용하여 메세지를 
암호화한다.

메세지의 보안 통신을 위한 방법에서는 중간값 및 선택된 정수의 함수로서 형성된 공유 키를 이용하여 암
호화된 메세지를 받아들이고(여기서 중간값은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기초하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의 인수인 제 2소수임), 그리고 공유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메세지의 암호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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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의 보안 통신을 위한 방법에서는 제 1소수를 선택하고, 상기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을 
얻고, 상기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의 인수인 제 2소수를 얻고,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
그룹의 생성자를 구하고(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임), 생성자 및 제 1정수를 기초로 공개 값을 
얻고, 제 2정수를 선택하고, 생성자 및 제 2정수를 기초로 제 1암호화값을 구하고, 메세지, 공개값 및 제 
2정수를 기초로 제 2암호화값을 구하고, 그리고 제 1 및 제2암호화값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세지를 형성한
다.

메세지의 보안 통신을 위한 방법에서는 제 1암호화값 및 제 2암호화값으로 형성된 암호화된 메세지를 수
신하고(제 1암호화값은 제 1정수 및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기초로하고, 서브그룹
의 차수는 제 1소수에서 계산된 원분 다항식의 인수인 제 2소수이며, 제 2암호화값은 메세지를 기초로 하
고, 제 1정수 및 공개 값은 생성자 및 제 2정수를 기초로 하고, 비  키는 생성자를 기초로 함), 그리고 
제 2암호화값 및 제 1중간값을 기초로 암호화된 메세지의 암호를 푼다.

본 발명은 모두 요약된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 및 설명에 개시되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엘가말(ElGamal) 체계에 따른 시스템 셋업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b는 엘가말 체계에 따른 서명 발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c는 엘가말 체계에 따른 서명 검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a는 쉬노르(Schnorr) 및 DSA 체계에 따른 시스템 셋업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b는 쉬노르 체계에 따른 서명 발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c는 쉬노르 체계에 따른 서명 검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d는 DSA 체계에 따른 서명 발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e는 DSA 체계에 따른 서명 검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a는 ECDSA 체계에 따른 시스템 셋업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b는 ECDSA 체계에 따른 서명 발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c는 ECDSA 체계에 따른 서명 검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셋업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서명 발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서명 검증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d는 원분 다항식 계수 테이블이다.

도 4e는 본 발명에 따른 DES 시스템 셋업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f는 본 발명에 따른 DES 시스템 셋업에 대한 부호화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g는 본 발명에 따른 DES 시스템 셋업에 대한 복호화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h는 본 발명에 따른 엘가말 시스템 셋업에 대한 부호화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i는 본 발명에 따른 엘가말 시스템 셋업에 대한 복호화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a는 공개 키 암호시스템 체계의 신호 발생 성능을 비교하는 결과 테이블이다.

도 5b는 공개 키 암호시스템 체계의 신호 검증 성능을 비교하는 결과 테이블이다.

도 6은 도 5a 및 5b의 실행 결과를 얻도록 부호화되고 암호화된 메세지를 도시하는 차트이다.

도 7a-11d는 도 5a 및 5b의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용된 실시예의 공개 키 암호시스템 각각에 대한 
공개 키, 비  키, 서명, 서명 발생 파라미터k를 도시하는 차트이다.

도 12는 본 발명이 구현되는 환경의 블록도이다.

실시예

원분 다항식들은 공개 키 암호화 체계 및 디지털 서명 체계를 포함하여, 이산 대수 기반 공중 키 암호시
스템을 매우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한 필드들의 승산 그룹들의 서브그룹들을 구성하는 데에 이용
된다. 필드는 최적 정규기로 표현되며,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발생기는 공개 키를 형성하는데에 
이용된다. 적용 및 실행의 형태에 의존하여, 원분 체계에 따른 공개 키 암호는 서브그룹들 또는 유한 필
드들의 매우 통상적인 선택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최대 3배까지 빠르다. 

기존의 디지털 서명 체계들은 T. ElGamal이 '이산 대수들을 기초로한 공개 키 암호법과 서명 체계'라는 
명칭으로 1985년 IEEE  Tran.Info.  Tech.,  31,  449-472에 제시한 엘가말 체계(Elgamal  scheme); 쉬노르
(C.P. Schnorr)가  '스마트 카드에 의한 효과적인 서명 발생'이라는 명칭으로 1991년 J. Crytology, 4, 
161-174 에 제시된 쉬노르 체계(Schnorr sheme); '디지탈 서명 알고리즘' 명칭의 1993년 7월 27자 미국 
특허 번호 5,231,668(Kravitz)에 제시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DSA) 체계; 및 Agnew등이 '빠른 공개 키 
암호화의 실행'이라는 명칭으로 1991년 J. Crytology에 제시한 타원형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ECDSA) 
체계등이 있다. DSA는 미국 정부의 디지털 서명 표준안(Digital Signatur Sandard)에 편입되었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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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체계들은 어떤 디지털 서명 체계에서 이용됨에 따라 본 발명의 싸이크로토믹 체계와 비교 검토된
다.

용어의 정의

m: 2진 열로 구성된 서명해야할 메세지

p: 소수

q: p-1의 소수 인자

L: p의 비트 길이, 실질적으로, L은 DL 보안 레벨을 결정한다.

B: q의 비트 길이, 실질적으로, B는 서브그룹 DL 보안 레벨을 결정한다.

F(p): 집합 {0, 1, ...,p-1}로써 나타내는 p 요소들의 필드 

F(p)
*
: F(p)=F(p)-0의 승산 그룹

H(·): 2진 열들을 적어도 소정 비트 수의 비음수의 정수들에 맵핑(mapping)하는 충돌 저항 암호 해시 함
수

엘가말 시스템 셋업

도 1A는 엘가말 체계에 따라 전자 서명 시스템을 셋업하는 동안 각 사용자를 위해 실행되는 단계들을 나
타낸 도면이다. 셋업 과정은 일반 목적의 디지털 컴퓨터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선택적으로, 셋업 
과정을 일반 목적의 컴퓨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특정 목적의 인쇄 회로 기판 또는 '스마트 카드' 즉, 마
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신용 카드 크기의 휴대용 디바이스로 실행시킬 수 있다.

단계 102에서, L-1 비트들을 갖는 소수 q가 선택된다.

단계 104에서, 값 p=2q+1가 연산된다.

단계 106에서, q가 L-1 비트들을 갖고, p가 L비트들을 가지므로, p가 소수인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이행한
다.

만일 p가 소수가 아니라면, 과정은 단계 102로 돌아가 다른 소수의 수를 선택한다.

만일, p가 소수라면, 과정은 단계 108로 진행하여, p요소들의 필드F(p)의 증분 그룹 F(p)
*
 중 한 요소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단계 110에서, g
2
≠1인지 그리고 F(p)에서 g

q
≠1 인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이행한다. 만일, 상기 검사들중 

어느 하나가 거짓이라면, 과정은 단계 108로 돌아가 요소 g로서 F(p)
*
중의 다른 요소를 선택한다.

만일, 필드 F(p)에서 g
2
≠1 이고 g

q
≠1 이라면, 요소 g는 필드 F(p)의 승산 그룹 F(p)

*
를 위한 

발생기이다. 단계들 102-110에 나타낸 과정대신에, 필드 F(p) 및 발생기 g를 검출하기 위해 다른 과정들
이 사용될 수 있다. 

생성자 g를 검출한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 112로 진행하여, 2≤a≤p-2 범위의 값 a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단계 114에서, 과정은 F(p)에서 y=g
a
를 검출한다.

시스템 셋업 결과는 공개 키(p,g,y) 및 비  키(a)이다. 상기 공개 키는 3L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비  
키는 L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공개 키(p,g,y)로부터 비  키(a)의 검출은 이산 대수(이) 문제이므로, 만일 p가 충분이 크다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 p의 길이는 L, L=1024, 그리고 p-1의 소수 인자가 적어도 160 비트를 갖는 경우, 
적절한 어려움이 발생된다. 연산 급수가 더욱 유효가게 됨에 따라 이들 상수들은 증가하게 되어, 결국 무
허가 사용자의 전산적 어려움을 지속시킨다.

엘가말 시스템 발생

도 1B는  엘가말 체계에 따라 특정 문서를 위한 전자 서명을 발생시키는 발생부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
을 나타낸 도면이다. 문서는 비트 열 m으로 인식된다.실질적으로, 상기 발생부는 일반 목적의 디지털 컴
퓨터의 처리기이다. 몇몇 실시 예에서, 상기 처리기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일반 목적의 컴퓨터내의 처리
기일 수 있다. 

단계 122에서, 정수 k는 k 및 p-1의 최대 공약수(GCD)가 1이 되도록 2≤k≤p-2 범위에서 랜덤하게 선택한
다. 즉, k 및 p-1이 모두 소수가 될 수 있도록 k를 선택한다.

단계 124에서, k
-1
 mod p-1을 검출한다. 즉, (k)(k

-1
)=1 mod p-1를 만족하는 값이다.

단계 126에서, 1≤r≤p-2 범위의 r로서, F(p)내의 값 r=g
k
를 구한다.

단계 128에서, 0≤s≤p-2 범위의 s로서, 값 s=k
-1
(H(m)-ar) mod p-1을 연산한다. H(·)는 시스템 이용자들 

모두에 의해 동의된 암호 해시 함수이다. 예컨데, 적절한 표준 암호 해시 함수는 미국 버지니아주 스프링
필드의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로부터 입수 가능한 1995년 4월 17일자로 FIPS180-
1에 규정된 보안 해시 알고리즘 SHA-1이다.

서명 발생의 결과는 디지털  서명(r,s)이다. 상기 서명은 2L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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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비  키(a)의 보안은 다시 DL 문제에 의해 다시 한번 보호받는다: 만일, 이산 대수 logg r를 연산하

여 r로부터 k를 연산할 수 있다면, k
-1
를 계산할 수 있어, s, m, 및 k

-1
로부터 비  키(a)를 도출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k의 특정 값을 비 로 유지하고,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엘가말 서명 검증

도 3C 는 서명이 유효한가를 판별하기 위해 엘가말 체계에 따라 전자적으로 서명된 문서를 수신하는 수신
의 실행 단계들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수신부가 메세지(m) 및 도 1B에서와 같이 구한 대응 디지털 서명 (r,s), 및 도 1A 에서와 구하고 상
기 서명 (r,s)를 구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공개 키 (p,g,y)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질적으로, 상기 
수신부는 일반 목적의 디지털 컴퓨터의 처리기이다. 실질적인 적용에서는, 상기 처리기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특정 목적의 디지털 컴퓨터 내부에 있을 수 있다.

단계 134에서, 과정은 값 r이 1≤r≤p-2 범위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아니라면, 단계 142에서, 그 
서명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일, r이 바람직한 범위내에 있다면, 단계 136에서, F(p)내의 값 v1=y
r
r
5
을 연산한다. 이어, 단계 138에

서, F(p)내에서 값 v2=g
H(m)

을 연산한다.

단계 140에서, v1=v2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한다. 만일, 아니라면, 서명을 무효로 판단한다. 만일, 참

이라면, 단계 144에서, 서명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쉬노르/DSA 시스템 셋업

도 2A는 쉬도를 체계에 따라 전자 서명 시스템을 셋업하는 동안 각 사용자을 위한 단계들의 과정을 설명
하기 위한 도면이다.

작은 지수들이 사용으로 서명을 보다 짧고 지수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 쉬노르 체계는 충분히 큰 대수
표의 소수 필드의 승산 그룹의 작은 서브그룹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만일, 상기 서브그룹 차수
가 소수이고 충분히 크다면, 상기 서브그룹의 사용이 체계의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DSA 체계를 위한 시스템 셋업은 DSA 체계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어떤 파라미터들(B 및 L)의 길이에 
대한 값들을 명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쉬노르의 체계를 위한 시스셈 셋업과 동일하다.

단계 202에서, B 비트 길이의 소수 q 가 선택된다. DSA 체계에서, B는 160으로 명시되어 있다.

단계 204에서, 정수 k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바람직하게는, k는 무허가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보안성을 
유지를 위해 750-864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처리 급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게 된다.

단계 206에서, L비트 길이의 값 p=kq+1이 연산된다. DSA 체계에서, 0≤i≤8 범위의 정수인 i에 대해 L은 
512+i*64로 명시되어 있다.

단계 208에서, p가 소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수한다.

만일 p가 소수가 아니라면, 상기 과정은 단계 204로 다시 진행되어, 다른 정수 k를 선택하게 된다.

만일, p가 소수라면, 과정은 단계 210으로 진행하여, F(p)
*
의 요수 h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단계 212에서, F(p)내의 값 g=h
(p-1)/q

를 연산한다.

단계 214에서, F(p)내에서 g≠1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수를 이행한다. 만일, 아니라면, 즉 g=1이라면, 

과정은 단계 210으로 진행하여 값 h로서 F(p)
*
내의 다른 요소를 선택한다.

만일,F(p)내에서 g≠1라면, 충분히 큰 대수표의 소수 필드 F(p)의 승산 그룹의 작은 서브그룹 G의 생성자 

g가 형성된다. F(p)내의 g≠1, g
q
=1이므로 상기 발생기 g는  차수 q이다. 단계들 202-214의 과정대신에, 

발생기 g를 위해 다른 과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생성자 g를 구한후, 고정은 다계 216으로 진행하여 0≤a≤q-1 범위의 값 a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상기 범
위를 엘가말 체계에 대한 도 1A의 단계 112에서의 대응 범위보다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 218에서, 과정은 F(p)내의 y=g
a
를 찾는다. 주언지 y 및 g에서 값 a를 구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산 대수(DL) 문제이다.

시스템 셋업 결과는 공개 키(p,g,y) 및 비  키(a)이다. 공개 키는 3L+B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비  키
는 B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공개키 (p,g,y)로부터 비  키(a)를 찾기 위해서는, F(p)필드내에서 DL 문제 및 생성자 g에 의해 발생된 
F(p)의 서브구룹 G내에서 DL 문제중 어느 하나를 푸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수 p를 갖는 F(p)내에서 DL 문제는, p가 L 비트의 길이를 갖고, q가 적어도 B 비트의 길이를 갖는 p-
1의 소수 인자라는 조건하에서는 현재 실행 불능인것으로 받아들인다.  

쉬노르 서명 발생

도 2B는  쉬노르 체계에 따라 특정 문서를 위한 전자 서명을 발생시키는 발생부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
을 나타낸 도면이다. 실질적으로, 상기 발생부는 일반 목적의 디지털 컴퓨터의 처리기이다. 몇몇 실시예
에서, 상기 처리기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특정 목적의 컴퓨터내의 처리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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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24에서, 2≤k≤q-1 범위의 정수 k가 랜덤하게 선택된다. 엘가말 체계의 도 1B에 도시된 단계 122에 
대응하며, 상기 단계는 k의 범위 상위 한계 p-2를 사용한다. p 〉〉q이므로, 쉬노르에 따른 공개 키 암호
법은 엘가노에 따른 공개 키 암호법보다 적은 요소들을 갖는다. 예컨데, q가 160비트의 길이를 갖을 때, 
p는 1024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단계 226에서, 1≤r≤p-1 범위내의 r을 가지고, F(p)내에서 값 r=g
k
을 구한다. p 〉〉q이므로, 단계 226에

서의 연산은 도 1B의 단계 126에서의 연산, 즉 엘가말에 따른 공개 키 암호법보다 훨신 빠르다. 

단계 228에서, 값 e=H(m∥r) 즉, 메세지 m과 서명 요소 r의 연계에 적용되는 해시 함수를 구한다. 암호 
해시 함수 H(·)는 적어도 B 비트으 길이 값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계 230에서, 값 s=(ae+k) mod q를 연산하며, s는 0≤s≤q-1 범위에 있다.

서명 생성의 결과물은 디지털 서명(s,e)이다.  서명은 2B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쉬노르 서명 검증

도2c는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쉬노르 구조에 따라 전자 서명된 서류를 수신하는 부분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를 나타낸다.

수신측은 메세지(m)와, 도2b에서 얻어진 것과 같은 대응 디지털 서명(s,e)과, 도2a에서 얻어진 것과 같고 
서명(s,e)를 얻는데 이용되는 공개 키(p,g,y,q)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처리기가, 
스마트 카드와 같은 특수 목적 디지털 컴퓨터에 포함될 수 있다.

단계 236에서, 값 v = g
s
y
-e
이 계산된다.  다음, 단계 238에서, 값 e' = H(m∥v)이 계산된다.

단계 240에서, e = e'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가 행해진다.  e ≠ e'인 경우, 단계 242에서, 서
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된다.  e = e'인 경우, 단계 244에서, 서명이 유효하다고 결정한다.

DSA 서명 발생

도2d는 DSA 구조에 따른 특정 서류용 전자 서명을 생성하는 부분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를 나타낸다.  실
제적으로, 발생 부분은 일반적인 목적의 디지털 컴퓨터 처리기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처리기가 스마트 
카드와 같은 특수 목적 디지털 컴퓨터에 포함될 수 있다.

단계 324에서, 정수 k가 2≤k≤q-1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선택된다.

단계 326에서, k
-1
 mod q, (k)(k

-1
)을 만족시키는 값이 밝혀진다.

단계 328에서, g에 의해 생성되는 F(p)
*
의 서브그룹 G에서의 값 u = g

k
가 얻어지며, 여기서 u는 1≤u≤p-1

의 범위이다.

단계 330에서, 값 r = u mod q 가 계산된다.

단계 332에서, 값 s = k
-1
(H(m) + ar) mod q 가 계산되며, 여기서 s는 0≤s≤q-1의 범위이다.

단계 333에서, s = 0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스트가 행해진다.  s = 0인 경우, 프로세스는 정수 k
용의 새로운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계 324로 복귀한다.  s≠0 인 경우, 단계 334로 진행하여 완결된다.

서명 발생의 결과물은 디지털 서명 (r, s)이다.  서명은 2B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DSA 서명 검증 

도2e는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DSA 구조에 따라 전자 서명된 서류를 수신하는 부분에서 
수행되는 단계들을 나타낸다.

수신측은 메세지(m)와, 도2b에서 얻어진 것과 같은 대응 디지털 서명(r,s)과, 도2d에서 얻어진 것과 같고 
서명(r,s)를 얻는데 이용되는 공개 키(p,g,y,q)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실제적으로는, 수신 부분은 일
반 목적의 디지털 컴퓨터 처리기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처리기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특수 목적 디지털 
컴퓨터에 포함될 수 있다.

단계 238에서, 프로세스는 값 r이 1≤r≤q-1 범위의 정수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r이 이 범위 내가 아닌 
경우, 단계 352에서, 서명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다.

r이 적절한 범위인 경우, 단계 340에서, 프로세스는 값 s가 1≤s≤q-1 범위의 정수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s가 이 범위가 아닌 경우, 서명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다.

s가 적절한 범위인 경우, 단계 342에서, s의 역수인 정수 w, 즉 ws = 1 mod q가 계산되며, 값 u2 = wr 

mod q가 계산된다. 단계 346에서, g에 의해 생성되는 F(p)
*
의 서브그룹 G에서의 값 c = g

u1
y
u2
가 얻어지며, 

여기서 c는 1≤≤p-1의 범위이다.

단계 348에서, 값 v = c mod q 가 계산된다.

단계 350에서, v = r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행해진다.  v ≠ r인 경우, 단계 352에서, 서
명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다.  v = s인 경우, 단계 354에서,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된다.

ECDSA  시스템 셋업

도3a는 ECDSA 구조에 따른 전자 서명 시스템 셋업중에 수행되어야 하는 단계들을 나타낸다.  단계 402-
416이 전체적으로, 즉 모든 사용자에 대해 수행되며, 단 1회만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단계 420-42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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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에 의해 수행된다.

ESCAS 시스템은 두 개의 엘리먼트의 대형 확장 필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확장 필드의 최적 정규기 
표현(R.C. Mullin  등, 'GF(p)에서의 최적 정규기', Discrete Appl. Math., 22, 149-11, 1988/89 참조) 
을 가지므로, 곱셈이 매우 빠르고 제곱계산이 원형 시프트에 의해 수행되어 지수계산이 효율적으로 수행
된다.  그러나,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문자 2 필드가 다른 필적하는 크기의 필드 보다 공격받
기 쉽다고 생각된다.

단계 402에서, 정수 t≥ 160이 t   F(2t), 즉 t가 160≤t≤250의 범위로 선택된다.  ECDSA 구조는 2
t
 엘리

먼트의 시스템-광역 유한 필드 F(2
t
)를 사용하며, 여기서 t = B로 가정된다.

단계 404에서, 곡선 E = Y
2
+XY = X

3
+αX

2
+β용의 계수 α, β   F(2

t
)가 선택된다.  ECDSA  구조는 F(2

t
)의 

서브필드에 걸친 F(2
t
)의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최적 정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곡선 E를 사용

하는 것은 최적 정규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 406에서, μ가 계산된다.  값 μ은 E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쌍(x,y)의 개수 더하기 1이며, 여기서 

x, y  F(2
t
)이다.  즉, E 구룹은 차수 μ를 갖는다.  이에 대해 달리 표현하면, μ는 곡선 그룹의 카디날

리티(cardinality)이다.

단계 408에서, 인자 μ가 얻어진다.

단계 410에서, 적어도 140 비트를 갖는 주요 인자 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가 수행된다.  
이러한 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프로세스는 단계 404로 돌아가며 새로운 타원곡선 E를 선택한다.

적어도 140 비트를 갖지 않는 주요 인자 μ가 존재하는 경우, 단계

412에서, q는 이 주요 인자와 같도록 설정된다.   q는 타원 곡선 E 차수의 주요 약수가 될 것이다.  바람
직하게는, q는 적어도 140 비트 길이를 갖는다.

단계 414에서, 곡선 E 상의 점 h, 즉 h(x0, y0)가 (μ/q) h≠I 이도록 선택되며, 여기서 I는 곡선 E상의 

고유 엘리먼트이다.  심벌은 곡선 E상의 스칼라 곱을 가리킨다.  E 그룹은 차수 μ를 가지며, q는 μ를 
나눈다.

단계 416에서, 곡선 E 상의 점 g는 g = (μ/q) h로 선택된다.  곡선 E상의 점 g는 차수 q를 갖는다.  곡
선 E 상의 점 g는 곡선 그룹의 서브그룹인 그룹 G를 생성한다.

단계 402-416의 결과물은 전체 공개 키(α,β,t,q,g)이다.  전체 공개 키의 길이는 공지되어 있으므로 중
요하지 않으며, 개개의 인코딩 부분 또는 디코딩 부분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각 사용자에 대해, 단계 420에서, 값 a가 2≤a≤q-1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선택된다.

단계 422에서, 곡선 E 상의 점 P, 즉 P(x1, y1)은 곡선 E상에 P =  a g 가 되도록 선택된다.

단계  420-422의  결과물은  B+1  비트  길이의  사용자  특정  공개  키(P)와  최대  B  비트  길이의  개인 
키(a)이다.  상기 키들이 ECDSA 구조에서 작지만, 이 구조는 컴퓨터 조작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사용자 특정 공개 키(P)로부터 비  키(a)를 선택하기 위해서, 곡선 E와 결합된 그룹의 DL 문제 또는 곡
선 E와 결합된 그룹의 서브그룹 G의 DL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카디날리티 2t 필드의 커브 그룹의 DL 문제, 여기서 t≥160, 는 타원 커브 암호해독법의 서포터에 의해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현재 믿어진다.

곡선 그룹에서 적어도 140 비트를 갖는 차수 q의 서브그룹 G의 DL 문제는 현재 타원곡선 암호해독법의 서
포터에 의해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현재 믿어진다.

ECDSA  서명 발생

도3b는 ECDSA 구조에 따른 특정 서류용 전자 서명을 생성하는 부분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들을 나타낸다.  
실제적으로, 발생 부분은 일반 목적 디지털 컴퓨터의 처리기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처리기 스마트 카드
와 같은 특수 목적 디지털 컴퓨터일 수 있다.

단계 428에서, 정수 k는 2≤k≤q-2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선택된다.

단계 430에서, k
-1
 mod q, 즉 (k)(k

-1
) = 1을 만족시키는 값이 밝혀진다.

단계 432에서, 곡선 E 상의 점 u, 즉 u(x2, y2)가 곡선 E상의 u = k g인 것으로 밝혀진다.

단계 434에서, 정수 r = χ(x2) mod q 가 얻어지며, 여기서 r은 0≤r≤q-1이다.  함수 χ(·)는 유한 필드 

F(2
t
)와 정수 집합{0,1,.., 2

t
-1} 사이의 고정되고 효율적으로 계산가능한 바이젝션이다.  이 바이젝션은 

상기 시스템의 모든 유져에게 공지되어 있다.

단계 435에서, r = 0 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가 행해진다.  r = 0인 경우, 프로세스는 새로운 
정수 k 값을 선택하기 위해 단계 428로 돌아간다. r≠0인 경우, 단계 436으로 진행한다.

단계 436에서, 값 s = k
-1
(H(m) + ar) mod q 가 계산되며, 여기서 s는 0≤s≤q-1이다.

단계 437에서, s = 0 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테스트가 행해진다.  s = 0 인 경우, 정수 k용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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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세스는 단계 428로 돌아간다.  s≠0 인 경우, 단게 438로 진행하여 완결된다.

서명 발생의 결과물은 디지털 서명(r,s)이다.  서명은 최대 2B 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ECDSA 서명 검증

도3c는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ECDSA 구조에 따라 전자 서명된 서류를 수신하는 부분에서 
수행되는 단계들을 나타낸다.  

수신측은 도3b에서 얻어지는 메세지(m) 및 대응 디지털 서명(r,s)과, 도3a 에서 얻어지며 서명 (r,s)를 
얻는데 사용되는 (α,β, t, q, g)와 (P)를 포함하는 공개 키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실제적으로, 수
신 부분은 일반 목적 디지털 컴퓨터 처리기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처리기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특수 
목적 디지털 컴퓨터에 포함될 수 있다.

단계 442에서는 값 r이 범위 1≤r≤q-1내의 정수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값 r이 상기 범위내의 정
수가 아니라면, 서명은 무효한 것으로 결정된다.  

만일  r이  적정  범위내에  있다면,  단계  444에서는  값  s가  1≤s≤q-1  범위내의  정수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값 s가 상기 범위내의 정수가 아니라면, 서명은 무효한 것으로 결정된다.  

만일 s가 정적 범위내에 있다면, 단계 446에서는 s의 역인 정수 w, 즉 ws=1 모드 q가 얻어진다.  

단계 448에서는 값 u1이 = wH(m) 모드 q가 계산되며, 값 u2 = wr 모드 q가 계산된다.  단계450에서는 곡

선 E상의 점 c, 즉 곡선 E상의 c(x3, y3) = (u1 g) (u2 P)가 얻어진다.  심볼 은 곡선 E상에서 덧

셈을 나타낸다.

단계 452에서는 값 v=χ(x3) 모드 q가 계산되며, v는 범위 0≤v≤q-1내에 있다.  

단계 454에서는 v=r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만일 v≠r이라면, 단계 456에서는 서
명이 무효로 결정된다.  만일 v=r이면, 단계 458에서는 서명이 유효로 결정된다.  

원분 시스템 셋업

도 4A는 본 발명의 원분 기술에 따른 전자 서명 시스템의 셋업동안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실행되어야 하
는 단계를 도시한다.  도 4A에 도시된 처리의 목적은 L의 선택을 결정하는 적정 이산대수 보안레벨과 B의 

선택을 결정하는 적정 서브그룹 이산 대수 보안레벨을 모두 g가 만족하도록 그리고 F(p)에 대한 F(p
t'
)에 

대해 최적 정규기가 존재하도록 유한 필드 F(p
t'
)의 승산그룹 F(p

t'
)
*
에 대한 서브그룹의 생성자 g를 테스

트하는 것이다.  

원분 기술은 쉬노르 기술을 수행하는 서브그룹을 사용하며, ECDSA 기술을 수행하는 최적 정규기를 사용한
다.  서브그룹을 사용하면, 짧은 서명 및 짧은 지수가 유발된다.  최적 정규기를 사용하면, 효율적인 누
승법이 유발된다.  결과적으로, 원분기술의 소프트웨어 실행은 쉬노르 기술의 소프트웨어 기술보다 상당
히 빠르다.

R를 기수 사이즈로 놓아라. R의 값은 기계에 의존하며 계산 모드 p가 빠르게 처리되도록 충분히 작게 그
리고 지수가 빠르게 처리되도록 충분히 크게 선택된다.  p의 큰 값은 t'의 작은 값을 야기하며, 필드

F(p
t'
)의 승산당 (t')

2
의 연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t'가 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p의 큰 값은 

구성될 수 있는 원분 시스템의 선택을 확장시킨다.  현재 이용가능한 32-비트 구조 범용 컴퓨터에 대해서
는 R=32가 적절한 값이다.  새로운 64-비트 구조에 대해서는 R=64가 적절한 값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
서, R의 다른 값은 적절하며 본 발명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워드길이(비트단위로)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  

단계 502에서는 제어 정수 t' 및 정수 t, s가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i) s는 기껏해야 R이며, S는 0.8R≤s≤R와 같이 R과 거의 유사하다.  큰 s는 고주파수를 야기한다.  정수 
s는 소수 p의 크기를 한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이하 참조). 

ii) t'>1인 경우에, t'는 t+1이 소수인 인자 t>1를 가지며 t'/t는 예를들어 t'/t<5와 같이 작다.  제어 
정수 t'의 사용은 L에 반영된 적정 이산 대수 보안레벨에 관련한 소수 p에서 비트를 최대한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소수 p의 값은 전술한 바와같이 기계에 의존하는 R의 값에 따른다.  제어 정수 
t'는 소수 p에서 비트의 수에 의해 나누어진 L과 대략 동일하다.  전술한 바와같이, t+1은 소수이어야 한
다.  이상적으로, t'=t이다.  그러나, t'에 대한 값은 t+1이 소수인 t>1을 t'가 가지고 t'/t가 작은 경우 
t'+1이 소수가 아니도록 사용될 수 있다.  즉, t에 부가하여 t'의 사용은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한다.  

iii) t'*s는 L과 유사하다.  

iv) ø(t')은 적어도 B이나 B보다 너무 많이 크지 않아서, 소수 인자 q(단계 510 참조)는 구하기가 쉽다. 

즉 ø(t')*s  B이다.  함수 ø(t)는 오일러의 핀 함수, 즉 t의 공통 소수인 양의 정수 ≤ t의 수이다.  

단계 504에서는 홀수 소수 p가 (log2p)+1=s 및 t'((log2p)+1)≥L이도록 선택된다.  

단계 506에서는 p가 F(t+1)
*
의 루트 모드 t+1인지를, 즉 p 모드 t+1이 F(t+1)

*
 를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 테스트는 각 정수 i(1≤i<t)에 대해 p
i
 모드 t+1를 계산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수가 얻어지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처리는 다른 소수 p
를 선택하기 위하여 단계 504로 리턴한다.  

만일 p가 루트 모드 t+1이라면, 단계 508에서는 p, Φt'(p)에서 얻어진 t'번째 원분 다항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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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에서 X
t
-1의 약분할 수 없는 인수분해는 X

t
-1=Πd│tΦd(X)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서, Φd(X)은 여기에 

참조에 의해 통합되는 H. Riesel, Prime Numbers and Computer Methods for Factorixation, Birkhauser, 

1985에 개시되어 있는 d차 원분 다항식이다.  인자 Φt(X)은 t의 젯수 s(s>t)에 대한 X
s
-1의 인수분해에 

나타나지 않는 X
t
-1의 단지 약분할 수 없는 인자이다. 

Φt(X)을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은 전술한 바와같이 인수분해 항등함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Φt(X)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도 4D의 테이블과 같이 Φt(X)=ct-1X
t-1

 + ct-2X
t-2

 + ... +c1X + c0의 계수 ci(0≤i≤t-

1)를 구하는 것이다.  도 4D의 테이블을 사용하면, 예를들어 Φ18(X)=X
6
-X

3
+1 및 Φ54(X)=X  

18
-X

9
+1이다.

단계 510에서는 Φt'(p)의 큰 소수가 얻어진다.  원분 기술에서 사용되고 이하에 기술된 바와같이 구성되

는 서브그룹이 차수 q를 가지고 q가 Φt'(p)의 젯수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DL 계산은 비전문가에게는 어렵

다.

단계 512에서는 (log2q)+1≥B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이 조건은 F(p
t'
)의 참 서브

필드에 삽입될 수 없는 F(p
t'
)의 승산 그룹 F(p

t'
)
*
의 서브그룹을 충분히 크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다.  다시말해서, D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 y 및 g가 주어질 때 값 a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 필드 

F(p
t'
) 또는 g에 의해 발생된 서브그룹에서 DL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DL 문제는 F(p

t'
)의 참 서브필드에서 DL 문제로 감소될 수 있어서, 계산의 어려움이 감소되지 않는다.

또한, ø(t')*s  B인 단계 502의 조건과 (log2q)+1≥B인 단계 512의 조건을 결합하면, (log2q) +1  

B인 상황이 발생한다.  

q가 Φt'(p)이고 (log2q)+1≥B인 것은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만일 (log2q)+1<B이라면, 처리는 다른 

소수 p를 선택하기 위하여 단계 504로 리턴한다.

만일 (log2 q)+1≥B이라면, F(p
t'/t

)에  대한 최적 정규기 α
i
(i=1,  2,  ...,  t)가 얻어지며,  각각의 α

i
은 

ft(X)=(X
t+1
-1)/(X-1)=X

t
+X

t-1
+...+X+1의 제로이다.

케이스 1: 만일 t가 존재하고 t'=t이라면, F(p
t'/t

)은 정수 모드 p에 의해 표현되며, F(p
t'
)의 p 제곱은 

F(p
t'
)의 임의의 연산을 필요로하며, p 제곱은 기존 요소 α

i
의 순열과 유사하여 계산이 용이하다.  따라

서, F(p
t'
)의 승산 및 제곱은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케이스 2: 만일 t가 존재하고 t' t라면, F(p
t'/t

)의 요소는 F(p)에 대한 편리한 원리를 사용하여 표현된

다.  이 경우에, p 제곱은 F(p
t'
)에서 매우 적은 연산만을 필요로하며, F(p

t'
)의 승산 및 제곱은 매우 효율

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만일 t'/t가 작다면, 원분 시스템 실행에서 F(p
t'
)의 산술 효율의 차이는 케이스 

1 및 케이스 2간의 차이로써 무시할 수 있다.

케이스 3: 만일 t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F(p
t'
)은 F(p

t'
)에서 승산 및 제곱을 고속으로 하기 위하여 간단한 

최소 다항식을 사용하는 임의의 편리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단계 516에서는 F(p
t'
)의 요소 b는 임의대로 선택된다.

단계 518에서는, 값 에서 가 얻어진다. 를 나타내는데 최적 정규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g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단계 520에서, 에서 g≠1인지를 결정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g=1이면, 처리는 단계 516로 되
돌아가 다른 요소 b를 선택하게 된다.

g≠1이면, g는 유한필드 의 승산 그룹 *의 서브그룹 G의 생성자이다.  서브그룹 G는 q차
이다.  단계 522에서, a 값이 2≤a≤q-2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선택된다.

단계 524에서, 에서 값 y =  g
a
 가 계산된다.  y와 g가 주어졌을 때 값 a를 찾는 것이 DL 문제이

다.

시스템 셋업의 결과는 공개 키(p, g, y, q, t')와 비  키(a)이다.  변수 g와 y는 최적 정규기를 사용하
여 표현된다.  공개키는 2L+B+64비트의 길이를 가진다.

보안이 쉬노르 방식에서처럼 p에서의 t'번째 원분 다항식의 적어도 B 비트의 길이를 가지는 소수 인자가 

q인 경우에 서브그룹 G가 q차라는 사실에 의해 확보되며, G는 의 적당한 서브필드에 효과적으로 
끼워질 수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원분 방식에서, p제곱은 계산적으로 용이한데, 이는 그것이 단지 최적 정규기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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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재배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분방식의 중요한 계산적 장점이다.

원분 방식에서의 계산은 길이 (log2 p)비트의 짧은 행을 포함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데 적합하

며, ECDSA 방식은 길이 1비트의 긴 행을 포함하는데 이는 하드웨어로 구현하는데 더 적합하다.  다시 말
해, 원분 그라운드필드 F(p)는 길이 (log2 p)비트의 요소들을 가지며, ECDSA 그라운드필드 F(2)는 길이 1

비트의 요소들을 가진다.

원분 서명 발생

도 4B는 원분 방식에 따라 특정 문서에 대해 전자서명 생성자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들을 도시하고 있다.  
실제의 경우, 생성자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 처리기이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처리기가 스마트카드와 같
은 전용 디지털 컴퓨터에 장착된 것일 수도 있다.

단계 530에서 정수 k는 2≤k≤q-2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선택된다.

단계 532에서 k
l
 mod q는 (k)(k

l
) = 1 mod q를 만족시키는 값으로 나타난다.

단계 534에서 에서 값 u = g
k
 로 나타난다.

단계 536에서, 정수 r = Χ(u) mod q 가 얻어지며, r의 범위는 0≤r≤q-1이다.  함수 Χ(·)는 유한필드 

와 정수의 집합{0, 1, ..., p
t'
-1} 사이에 고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으로 계산 가능한 

바이젝션이다.  이 바이젝션은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알려져 있다.  이것이 ECDSA 방식에 대해 도 3b
의 단계 434에서 사용된 바이젝션과의 차이점이다.

단계 537에서, r=0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r=0이면 처리는 단계 530로 되돌아가 정
수 k에 대해 새로운 값을 선택한다.  r≠0이면, 처리는 단계 538로 진행된다.

단계 538에서, s = k
-l
(H(m) + ar) mod q가 계산되며, s의 범위는 0≤s≤q-1이다.

단계 539에서, s=0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r=0이면 처리는 단계 530로 되돌아가 정
수 k에 대해 새로운 값을 선택한다.  s≠0이면, 처리는 단계 540로 진행하여 완료된다.

서명 발생 결과는 디지털 서명 (r,s)이다.  그 서명은 2B 비트의 길이를 가진다.

원분 서명 검증

도 4C는 서명이 유효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원분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서명된 문서의 수신기에 의해 수
행되는 단계들을 도시하고 있다.

수신기는 메세지(m)와 도 4B에서처럼 얻어진 대응 디지털 서명(r,s), 그리고 도 4A에서처럼 얻어져서 서
명 (r,s)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공개 키(p, g, y, q, t')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실제의 경우, 수신기는 
범용 컴퓨터의 처리기이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처리기가 스마트카드와 같은 전용 디지털 컴퓨터에 장착
된 것일 수도 있다.

단계 544에서, 처리는 r이 1≤r≤q-1 의 범위에 속하는 정수인지를 결정한다.  r이 이 범위에 속하지 않
으면, 단계 558에서 서명이 무효로 결정된다.

r이 적당한 범위 내에 있으면, 단계 546에서, 처리는 s가 1≤s≤q-1 의 범위에 속하는 정수인지를 결정한
다.  s가 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단계 558에서 서명이 무효로 결정된다.

s가 적당한 범위 내에 있으면, 단계 548에서 s의 역수인 w 즉, ws = mod q인 정수 w가 얻어진다.

단계 550에서, 값 u1 = wH(m) mod q가 계산되고, 값 u2 = wr mod q가 계산된다.  단계 552에서, 

에서 값 v' = g
u1
y
u2
가 계산된다.  단계 554에서, 값 v = Χ(v') mod q가 얻어지다.

단계 556에서, v=r인지를 결정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v≠r이면, 단계 558에서 서명이 무효로 결정된
다.  v=r이면, 단계 560에서 서명이 유효로 결정된다.

원분의 대체적 적용

원분 방식의 적용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전자 서명 시스템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원분 방식은 예를 들어, 
Diffie-Hellman 키 교환 방식,  엘가말 공개키 암호화 방식, 또는 엘가말, 쉬노르, DSA 방식과 같은 디지
털 서명 발생 및 확인 방식 등 그 안전성이 DL 문제의 곤란성에 의존하는 어떠한 공개 키 암호시스템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제안된  바  있는  공개  키  부호화  방식에는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Springfield, 
Virginia의 FIPS 46-1, 1993에 개시된 Data Encryption Standard(DES)와 IEEE Trans. Info. Tech., 31, 
469-472, 1985에 개시된 T. ElGamal의 엘가말 방식이 포함된다.  이들 제안된 방식에 대한 원분 방식의 
적용이 이하에 설명된다.

하기의  기술을  익히는  사용자들은  이들  기술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된  범용  컴퓨터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대안적으로, 이들 기술들은 범용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전용 인쇄회로기판 또는 마이크로프로세
서를 포함하는 신용카드 크기의 휴대용 장비인 '스마트카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 4E는 본 발명에 따른 DES 시스템 셋업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특히, 도 4E는 원분 방식의 적용으로 수
정된 Diffie-Hellman 키 교환 방식을 도시하고 있다.

단계 600에서, 모든 사용자들은 도 4A의 단계들 500-520에 따라 얻어진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공개 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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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q, t')를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전술한 엘가말, 쉬노르, DSA 및 원분 디지털 서명 방식에서
는 각 사용자들이 공개키와 사적키를 가지므로,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공개 키가 없다.

Δ와 θ가 연락을 원하면, 공유 키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 602에서, Δ가 2≤aΔ≤q-2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값 aΔ를 선택하고, 단계 604에서, 에

서 가 얻어진다.

단계 606에서, Δ는 yΔ를 θ에게 보낸다.  단계 608에서, Δ는 θ로부터 yΘ를 받는다.  단계 610에서, Δ

는 에서 를 계산한다.

함수 Χ(·)는 유한필드 와 도 4B의 단계 536에 사용되었던 정수들의 집합 {0, 1, ..., p
t'
-1} 사

이에 고정되어 효과적으로 계산 가능한 바이젝션이다.  유한필드의 최적 정규기로 표시된 요소들 보통 정
수를 변환하기 위해 함수 Χ(·)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하게, 단계 603에서, θ는 2≤aΘ≤q-2 범위에서 값 를 랜덤하게 선택하며, 단계 605에서는 F(p
t'
)

에서 를 검색한다. 

단계 607에서, θ측은 Δ측으로 yθ를 전달한다.  단계 609에서, θ측은 Δ측에서 yΔ을 수신한다.  단계 

611에서, θ측은 F(p
t'
)에서 를 계산한다.  

단계 612에서, Δ 및 θ는 공유된 키(y0)를 정하였다.  g 에 의해 발생된 부그룹에서 계산되었다.  검증되

지 않은 측은 Δ 및 θ측 사이의 통신을 해독하기 위하여 DL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도 4f는 본 발명에 따른 DES 시스템 구성을 위한 암호화를 도시한 플로우 챠트이다.  특히, 단계 622에서 
Δ 및 θ측 중 하나는 메세지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유된 키(yo)를 사용한다.  

도 4g는 본 발명에 따른 DES 시스템 구성을 위한 암호해독화를 도시한 플로우 챠트이다.  특히, 단계 632
에서 Δ 및 θ측들의 다른 측은 단계 622에서 부호화된 상기 메세지를 해독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유 키
(yo)를 사용한다.  

전술한 엘가말 디지털 서명 체계와는 다른 엘가말 공개 키 암호화 체계에 대해, 도 4a 에 도시된 단계 
500∼526가  공개  키(p,  g,  y,  q,  t')  및  각  사용자를  위한  비  키(a)를  얻기위해  수행되었다고 
가정한다.  검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DL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암호화된 메세지를 해독하기 위하여 상기 
비  키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 4h는 암호화 체계에 따라 셋업된 상기 엘가말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를 도시한 플로우 챠트이다.  단계 
702에서, 메세지를 랜덤하게 암호화하기를 원하는 측은 2≤k≤q-2 의 범위내의 정수 k 를 선택한다.  단

계 704에서, 값 γ = F(p
t
)에서의 g

k
 이 얻어진다.  단계 706에서, 값 λ=F(p

t
)에서의 χ

-1
(m)*y

k
 이 얻어

진다.  상기 함수 χ
-1
(·)는 도 4b 의 단계 536에서 사용된 χ(·)의 역이다.  단계[708]에서의 결과는 

암호화된 메세지(γ,λ)이다.  

도 4i 는 암호화 기술에 따라 셋업된 엘가말 시스템을 위한 암호해독화를 도시하는 플로우 챠트이다.  단

계 722에서, 암호화된 메세지(γ,λ)를 해독하기를  원하는 측은 값ζ=F(p
t'
)에서의 γ

q-n
 , 으로 정하고, 

단계 724에서 값η=F(p
t'
)에서의 λζ, 로 정한다.  단계 726에서, 해독된 메세지 m'는 m'= {0, 1,...,p

t'
}에서의 χ(η)로 구해진다.  모든 지수들은 g에 의해 발생된 서브그룹에서 발생한다.  

성능 비교

도 5a 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들에 대한 기술들의 서명 발생 성능을 비교한 결과에 대한 표이다.  비교
된 상기 기술들은 엘가말, 쉬노르, DSA  및 소프트웨어 실행을 사용한 암호화이다.  상기 ECDSA 기술은 
실행되기 위해 하드웨어적 구현을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 평가되지 않았다.  

상기 파라미터 B는 상기 엘가말 체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C' 및 'D' 의 경우들은 상기 엘가말 체계
에 대해 동일하다.  실제적으로, 상기 DSA 기술은, 'A' 및 'C' 경우들에만 해당되는 B=160 및 
L=512+i*64, 0≤i≤8 만을 허용한다.  

상기 예들에서,  정수 메세지들만이 사용되었으며,  엘가말에 대해서는 mod  p-1이,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mod q 가 취해졌다.  해싱은 사용되지 않았다.  해싱을 위한 계산 시간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해싱의 생
략은 상기 성능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도 5a 는 각 기술에 대해 소프트 웨어 실행을 사용한 166MHz 펜티엄 프로세서에서의 실행 시간(초 
단위)을 도시한다. 

부그룹들의 사용으로 인한 성능의 향상이 엘가말 기술에서 쉬노르 기술로 가면서 관찰된다.  상기 DSA 기
술의 성능은 쉬노르 기술의 성능과 거의 동일하다.  

최적 정규기의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성능의 향성이 쉬노르 기술에서 암호화 기술로 가면서 관찰된다. 특
히, 도 5a 의 예들에 대해, 상기 암호화 기술은 쉬노르 기술의 성능보다 약 3 배 빠른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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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b 는 도 5a 의 표에 표시된 예들에 대한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들에 대한 기술들의 서명 발생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서명 발생과 함께, 상기 암호화 기술은 쉬노르 기술의 성능보다 약 3 배
의 성능을 나타낸다.  

도 6 은 도 5a 및 5b의 성능 결과를 얻기 위하여 검증된 서명 및 서명된 메세지를 도시하는 챠트이다.  

도 7a∼11d 는 공개 키, 비  키, 서명, 및 도 5a 및 5b 의 성능 결과들을 얻기 위해 사용된 예들에서의 
비  키 암호화 시스템들 각각에 대한 서명 발생 파라미터 k를 도시하는 챠트들이다.  상기 타이밍 결과
들은 10 개의 다른 대표 메세지들에 대한 결과들을 평균함으로써 발생되었다.  실제로, 상기 서명 발생 
파라미터는 양측간에 교환되지 않는다.  결과들이 간편하게 재생되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포함되었다.  

상기 암호화 체계에 대해, g 및 y 의 값들은 F(p)에 걸친 기초 α
i
,1≤i≤t'에서 주어진다.  다른 모든 기

술들에 있어서, 상기 값들은 십진수로 표현된다.  

상기 예들을 비교해 보면, 암호화 체계(도 7d, 8d, 9d, 10d, 11d)가 가장 짧은 값들을 사용하는 반면, 상
기 엘가말 체계(도 7a, 8a, 9a, 10a, 11a)은 가장 긴 값들을 사용함을 알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도 5a 
및 5b 의 'A' 에서 'E'경우로 가면서 데이터 보안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기술들에서의 값들의 길이는 증
가한다.  

도 12는 암호화 기술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범용 컴퓨터(10)는 암호 처
리기(11), 통신 인터페이스(12), 메인 처리기(13), 메모리(14), 통신 버스(15), 및 통신 라인(16)을 포함
한다.  메모리(14)는 RAM, ROM, 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또는 다른 종류의 기록 매체와 같은 것이다.  통
신 라인(16)은 일반 전선, RF 무선 라인, 광통신용 라인, 또는 다른 종류의 통신 매체일 수 있다.  스마
트 카드(20)는 처리기(21), 메모리(22), 통신 인터페이스(23), 통신 버스(24), 및 통신 라인(25)를 포함
한다.  범용 컴퓨터(10) 및 스마트 카드(20)는 통신 채널(30)로 연결된다.  중앙 설비(40)는 또한 통신 
라인(41)을 통해 통신 채널(30)에 연결된다.  중앙 설비(40)는 범용 컴퓨터(10) 및 스마트 카드(20)와 같
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처리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를 포함한다.  

범용 컴퓨터(10)는, 암호화 기술에 따라 동작하기 위해 충분한 메모리를 포함하는 암호화 처리기(11)로 
메인 처리기(13)에 의해 향해지는 콜(call)들을 포함하는 메모리(14)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다.  

스마트 카드(20)는 상기 암호화 기술에 따라 메모리(22)에 저장된 소프트 웨어를 실행한다.  

중앙 설비(40)는 글로벌 정보를 발생시키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당사자들에게 상기 정보를 분배
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정보의 예는 도 4e 의 단계 600에 도시된 글로벌 공개 키이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및 변형들이 도면과 함께 본 명세서에서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기 기술된 
실시예 및 변형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업자에 의해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화
와 변형예들이 실시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개 키 암호시스템용 공개 키 및 비  키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 1소수를 선택하는 단계;

제 1 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을 구하는 단계;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의 인자인 제 2 소수를 구하는 단계;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이며;

생성자를 기초로한 공개값 및 선택된 정수를 구하는 단계;

상기 제 1 및 제 2 소수, 생성자 및 공개값을 포함하도록 공개 키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정수를 포함하도록 비  키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최적 정규기로 유한 필드를 나타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소수 q는 (log2q)+1≒B를 만족하며, B는 소정수의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제어정수 t'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원분 다항식은 t'차 원분 다항식
이며, 공개 키는 제어정수 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메세지에 대한 디지털 서명을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소수를 선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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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을 구하는 단계;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의 인자인 제 2 소수를 구하는 단계;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이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이며;

상기 생성자를 기초로한 공개값과 제 1정수를 구하는 단계;

제 2정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 2정수 및 생성자를 기초로한 제 1서명값을 구하는 단계;

제 1서명값 및 메세지를 기초로한 제 2 서명값을 구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서명값을 포함하도록 디지털 서명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최적 정규기로 유한 필드를 나타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소수 q는 (log2q)+1≒B를 만족하며, B는 소정수의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제어정수 t'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원분 다항식은 t'차 원분 다항식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서명값은 제 2정수의 누승한 생성자의 바이젝션을 기초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정수값은 상기 제 1정수값과 메세지의 암호 해싱과 결합하는 것을 기초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5항의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메세지에 대한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2서명값의 역수인 반정수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반정수 및 메세지를 기초로 제 1중간값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반정수 및 제 1서명값을 기초로 제 2 중간값을 검색하는 단계;

생성자, 공개값, 및 제 1 및 제 2중간값을 기초로 제 3중간값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제 3중간값이 제 1서명값과 동일한 경우에 서명이 유효한 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중간값은 제 1중간값의 누승된 생성자의 바이벡션과 제 2중간값의 누승된 
공개값을 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공개 키 암호시스템에 대한 공유 키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소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을 구하는 단계;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의 인자인 제 2소수를 구하는 단계;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이며;

정수를 선택하는 단계;

생성자를 기초로하는 중간값을 수신하는 단계; 및

중간값 및 정수의 함수로서 공유 키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최적 정규기로 유한 필드를 나타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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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생성자 및 정수를 기초로 중간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공유 키를 공유하는 당사자에
게 제 2중간값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메세지의 보안 통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 1소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을 구하는 단계;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의 인자인 제 2소수를 구하는 단계;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이며;

정수를 선택하는 단계;

생성자를 기초로하는 중간값을 수신하는 단계; 

중간값 및 정수의 함수로서 공유 키를 형성하는 단계; 및

공유 키를 이용하여 메세지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최적 정규기로 유한 필드를 나타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메세지의 보안 통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중간값과 선택된 정수의 함수로서 형성된 공유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데,  상기 중간값은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기초로하고, 상기 서브그룹의 차수
는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의 인자인 제 2 소수이며; 및

공유 키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메세지를 해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메세지의 보안 통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 1소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을 구하는 단계;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의 인자인 제 2소수를 구하는 단계;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이며;

생성자 및 제 1정수를 기초로 공개값을 구하는 단계;

정수를 선택하는 단계;

생성자 및 제 2정수를 기초로 제 1암호화된 값을 검색하는 단계;

메세지, 공개값 및 제 2정수를 기초로 제 2암호화된 값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암호화된 값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세지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최적 정규기로 유한 필드를 나타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메세지의 보안 통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 1암호화된 값 및 제 2암호화된 값으로 형성된 암호화된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 1암호화된 값은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 및 정수를 기초로하며, 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의 인자인 제 2소수이고, 상기 제 2 암호화된 값은 메세지를 기
초로하고, 제 1 정수 및 공개값은 생성자와 제 2정수를 기초로하며;

제 1암호화된 값과 비  키를 기초로 제 1중간값을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비  키는 생성자
를 기초로하며;  및

상기 제 2 암호화된 값과 제 1중간값을 기초로 암호화된 메세지를 해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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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키 암호시스템에 대한 공개 키 및 비  키를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 1소수를 선택하는 수단;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을 구하는 수단;

상기 제 1소수에서 평가된 원분 다항식의 인자인 제 2소수를 구하는 수단;

유한 필드의 승산 그룹의 서브그룹의 생성자를 검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데,  상기 서브그룹의 차수는 제 
2소수이며;

생성자 및 선택된 정수를 기초로 공개값을 구하는 수단;

상기 제1 및 제 2 소수, 생성자 및 공개값을 포함하도록 공개 키를 형성하는 수단; 및

선택된 정수를 포함하도록 비  키를 형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최적 정규기로 유한 필드를 나타내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소수 q는 (log2q)+1≒B를 만족하며, B는 소정수의 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제어정수 t'을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원분 다항식은 t'차 원분 다항식
이며, 공개 키는 제어정수 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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