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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암호체계의 설계를 위한 아이소지니의 사용

요약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이 개시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아벨 다양체(예를 들어, 1차원 경우의 타원 곡선)의
아이소지니는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된다. 예를 들어, 아이소지니는 단일 곡선 대신에 다수의 곡선
의 사용을 허용하여 더욱 안전한 암호화를 제공한다. 이 기술은 디지털 서명 및/또는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IBE) 솔루션
에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아이소지니는 은닉 서명, 계층 시스템 등과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다. 부수
적으로, 아이소지니를 생성하는 솔루션이 개시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아이소지니, 타원 곡선, 아벨 다양체, 공개 키, 비밀 키, 암호화 키, 복호화 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암호체계에서 아이소지니를 사용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2개의 곡선들간의 아이소지니의 예시적인 맵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아이소지니를 사용하여 메시지에 서명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다수의 곡선들간의 아이소지니의 예시적인 맵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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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아이소지니를 이용한 IBE(Identity Based Encryption;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의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여기에 설명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600)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아이소지니 생성

104, 502 : 공개 키 발행

106 : 메시지 암호화/서명

108 : 암호화된 메시지 검증/복호화

200, 300 : 아이소지니 맵

302 : 공개 키 발행

304: 서명 제공

306 : 서명 송신

308 : 서명 수신

310 : 서명 검증

504 : 메시지 암호화

506 : 암호화된 메시지 송신

508 : 송신된 메시지 복호화

510 : 비밀 키 제공

600 : 컴퓨팅 환경

602 : 컴퓨터

606 : 시스템 메모리

648 : 원격 컴퓨팅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2003년 11월 3일자로 출원된 "암호 체계의 설계를 위한 아이소지니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미국 가특허 출원 제
60/517,145호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 개시물은 참고로서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암호기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암호체계의 설계를 위한 아이소지니의 이용에 관한 것이
다.

디지털 통신이 더욱 일반화됨에 따라, 연관된 통신 채널을 안전하게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의 기술은 은행 계좌, 의료 데이터, 및 그외 개인적이고 주의를 요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암호학은 안전한 디지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암호학은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암호화 또는 복호화에
관한 것이다. 암호화 및 복호화는 (키와 같은) 소정의 비밀 정보를 사용한다. 상이한 암호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키 또는
다수의 키는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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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수의 키 암호체계는 공개 키(public-key) 암호화 시스템이다. 공개 키 시스템에서, 암호화
된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송신자는 비밀 키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수신자용의 인증된 공개 키를 얻는다. 이름
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공개 키는 공용 소스로부터 이용가능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위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키
는 자주 인증된다. 공개 키 인증은 신뢰 공개 파일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신뢰 서버를 사용하거나, 또는 오프라인 서버 및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뢰 채널을 통해 키를 교환하는 것과 같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인증된 공개 키를 얻은 후에, 송신자는 오리지널 메시지를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암호문을 생성한다. 그러면, 예정된 수신
자는 비밀 키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복호화해서 오리지널 메시지를 추출한다. 비밀 키로의 액세스없이 암호문을 해독한다
는 것은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비밀 키로 액세스하는 당사자만이 암호문을 성공적으로 복호화할 수 있
다.

(스트림 또는 블록 암호와 같은) 대칭 암호체계를 통한 공개 키 시스템의 한가지 중요한 이점은 양자간의(two-party) 통신
에서, 비밀 키만이 비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대칭 암호체계에서, 키는 양쪽 단말에서 비밀이 유지된
다).

현재의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은 유한체(finite field) 상의 소정의 타원 곡선(Elliptic Curve; EC)들을 이용한다. 타원 곡선
으로부터 구해진 한 쌍의 발행된 값은 공개 키로서 이용된다(곡선 상의 점들, 및 곡선 상의 단순한 곱셈(즉, 정수 곱셈)에
의해 생성되는 그들의 대응하는 공개 키를 포함). 검증은 곡선 상의 겹선형 페어링(bilinear pairing)을 사용하여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타원 곡선은 RSA(Rivest, Shamir and Adleman 공개 키 암호화 기술)와 같은 종래의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통신 요구조건을 가지면서, 유사한 보안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에 관한 쟁점은 아무것도 안전하다고 입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의 보안은 한 세트의 수-이론적인(number-theoretic) 문제들의 어려움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이 요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이 개시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아벨 다양체(예를 들어, 1차원 경우의 타원 곡선)의
아이소지니는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된다. 예를 들어, 아이소지니는 보다 안전한 암호화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곡선 대신에 다수의 곡선의 사용을 허용한다. 이 기술은 디지털 서명 및/또는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
(Identity Based Encryption: IBE) 솔루션에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아이소지니는 은닉 서명, 계층적 시스템 등과 같은
그외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아이소지니를 생성하는 솔루션이 개시된다.

설명된 한가지 구현예에 있어서, 본 방법은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 공개 키를 발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방법은 또한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예를 들어, 그것의 듀얼(dual) 아이소지니인)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도면에서, 참조 번호의 가장 좌측 숫자는 참조 번호가
처음 나타나는 도면을 나타낸다. 상이한 도면에서의 동일한 참조 번호의 사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아이템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은 독자가 암호학 기술에 익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기본적인 암호학의 입문을 위해, 독자는 CRC
Press에 의해 출판(2001년, 제5쇄)된 A. Menezes, P.van Oorschot 및 S. Vanstone 저의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라는 제목의 텍스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 명세서는 다수의 타원 곡선(또는 일반적으로 아벨 다양체)에 기초하는 공개 키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기술이 설명된
다. 곡선들간의 아이소지니(또는 맵핑)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기술이 개시된다. 생성된 아이소지니는 공개 암호화를 제공하
기 위해 하나의 곡선 대신에 다수의 곡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이 기술은 (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해 타이핑되거
나 저대역폭 채널을 통해 보내지는) 비교적 짧은 디지털 서명 및/또는 (예를 들어, 기억가능한 공개 키를 허용하는) 식별정
보 기반의 암호화(IBE) 솔루션에 적용될 수 있다. 짧은 서명은 또한 집합체(aggregate) 검증을 통해 추가적인 효율을 제공
할 수 있다.

아이소지니를 이용한 암호체계의 개요

도 1은 암호체계에서 아이소지니를 사용하는 예시적인 방법(100)을 도시한 것이다. 단계(102)는 (타원 곡선의,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아벨 다양체의) 아이소지니를 생성한다. 아이소지니는 수신자측 또는 (도 5와 관련하여 후술되는 신뢰 기관과
같은) 다른 기관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단계(102)는 또한, 생성된 아이소지니(상세하게 후술됨)의 각각에 대해 대응하는
듀얼 아이소지니를 생성할 수 있다. 아이소지니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방법은 동일한 타이틀 하에 후술된다. 부수적으로,
도 3 및 도 5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공개 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된 아이소지니가 이용되어, 공개 키
가 발행된다(104). 공개 키는 송신자측 또는 신뢰 기관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예를 들어, 도 3 및 도 5의 설명 참조).

그 다음, 송신자측은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한다(또는 그 메시지에 서명한다)(106). 단계(106)의 암호화
된 메시지는 암호화 또는 서명의 신빙성을 판정하기 위해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수신자측에 의해 검증/복호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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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한 구현예에서, 바일(Weil) 페어링은 (동일한 타이틀하에서 후술되는 것과 같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바일 페어링은 검증 또는 복호화에 이용될 수 있는 페어링의 한 예일 뿐이다. 예를 들어, 테이트(Tate)
페어링 및 스퀘어(square) 페어링과 같은 기타 겹선형 및/또는 퇴화하지 않은 페어링 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

아이소지니의 개요

도 2는 2개의 곡선들(예를 들어, 타원 곡선들) 간의 아이소지니의 예시적인 맵(200)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곡선 E1은 아이소지니 φ(여기에서, φ:E1 →E2)에 의해 곡선 E2 상으로 맵핑될 수 있다. 도 1은 또한 듀얼 아이소지니

(여기에서, :E2→E1)를 도시하고 있다.

여러가지 구현에 있어서, 암호체계에서의 아이소지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선 E1이 주

어지면, 쌍(φ, E2)의 생성은 비교적 효율적이지만(여기에서, φ:E1 →E2는 아이소지니임), 아이소지너스(isogenous) 곡선

의 쌍(E1, E2)이 주어지면, (특정 아이소지니보다 훨씬 덜 하지만) 소정의 비제로 아이소지니 φ:E1→E2를 구성하기가 비

교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글로벌 브레이크(global break)(임의의 후속 메시지가 다항 시간 내에 중지될 수
있게 하는 계산으로 정의됨)와 퍼-인스턴스(per-instance) 브레이크 간에 구별이 지어지면, 아이소지니 기반의 암호체계
에 대한 이때의 가장 잘 알려진 공격은 글로벌 브레이크에 대해 이산 로그(discrete log)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유한" 퍼-인스턴스 공격에 대해 메시지 당 하나의 이산 로그 계산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낮은 값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정의 서비스로의 액세스를 부여하는 특정 서명 메시지가 각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토큰 시스템을 고려하면, 클라이언트는 대표에게로의 전화연결을 통해 토큰을 판독해야 할지도 모르므로, 서명
은 비교적 짧게 될 수 있다. 글로벌 브레이크를 엄청나게 비싸게 유지하면서, 퍼 메시지 공격을 제공된 서비스보다 더욱 비
싸게 할 만큼 충분히 큰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아이소지니의 상세

체(field) k는 대수 폐포(algebraic closure) 를 갖고있고 q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표수(characteristic) p로 고정될 수
있다. E/k는 체 k 상에서 정의된 타원 곡선이라고 하고, E(k)는 k 상에서 정의된 군(group)이라고 하며, k(E)는 타원 곡선

의 함수 체를 나타낸다고 하자. 또한, [n]E 또는 [n]은 E 상에서의 맵 를 나타낸다고 하고, E[n]은 이 맵의 핵

(kernel)을 나타낸다고 하자.

아이소지니 φ:E1→E2는 E1의 항등 원소를 E2의 항등 원소에 보내는 비상수(non-constant) 사상(morphism)이다. 이러한

아이소지니가 존재할 때, E1 및 E2는 아이소지너스(isogenous)라고 할 수 있다. 아이소지니는 Φ가 k의 계수로 방정식을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 k 상에서 정의된다. 임의의 아이소지니는 또한 군 준동형사상(homomorphism)으로 판명되는데,
즉, Φ(P+Q)=Φ(P)+Φ(Q) (모든 P,Q∈E1), 여기에서, 좌변의 덧셈은 E1 상의 군 법칙이고, 우변의 뎃셈은 E2 상의 군 법칙

이다. 따라서, φ의 핵은 E1의 부분군(subgroup)이다.

Homk(E1,E2)는 k 상에서 정의되는 E1에서 E2로의 아이소지니들의 집합을 나타낸다고 하자. 는 Hom(E1,E2)

에 의해 표시된다. 임의의 아이소지니 φ:E1→E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되는 듀얼 아이소지니 가 있다.

여기에서, n=deg(φ)는 아이소지니의 차수(degree)이다. 듀얼 아이소지니는 다음과 같은 표준 특성을 만족시킨다.

한 구현예에서, 유한 맵으로서 φ의 차수는 또한 체 k(E2)의 (φ에 의한) 당김을 통한 k(E1)의 확대의 차수로서 정의될 수 있

다(φ는 k 상에서 정의됨). 이것은 상기 식에 의해 또는 (함수 체 확대가 분리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그 핵의 크기면에서 생
각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소지니의 차수가 B-스무스(B-smooth)이면(즉, deg(φ)의 소인수가 B 이하이
면) 아이소지는 B-스무스라고 할 수 있다. 타원 곡선 E의 자기준동형사상(endomorphism)의 집합 Hom(E,E)는 End(E)로
표시되고; 이 집합은 다음을 정의함으로써 제공된 환(ring)의 구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군 Hom(E1,E2)는 꼬임이 없는 좌측 End(E2)-모듈 및 우측 End(E1)-모듈이다. E1=E2=E일 때, 대수 구조는

더욱 풍부하고: Hom(E 1,E2)=End(E)는 영 인자(zero divisor)들이 없는 환(정확히 모듈이 아님)이고, 표수 0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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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현예에서, 이것은 격자(lattice)로 생각될 수 있다: E를 소정의 체 k 상에서 정의된 타원 곡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
End(E)는 2차 허수체 내의 위수(order)인 Z, 또는 4원수(quaternion) 대수 내의 최대 위수에 대해 동형이다. 임의의 2개
의 타원 곡선 E1, E2의 경우, 군 Hom(E1,E2)는 최대 4인 계수(rank)의 자유(free) Z-모듈이다. End(E)가 Z보다 클 때, E

는 복소(complex) 곱셈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베니우스(Forbenius) 자기준동형사상 에 대응하는

End(E)의 원소는 π에 의해 표시되고, 그것은 특성 방정식 을 충족시킨다. 타원 곡선의 컨덕터
(conductor) c는 [End(E):Z[π]]이다.

바일 페어링(Weil Pairing)

바일 페어링 은 k 단위의 n제곱근의 군 내의 값을 갖는 겹선형의 퇴화하지 않은 맵이다. 한 구현예
에서, 바일 페어링은 도 1의 검증/복호화 단계(108)를 실행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바일 페어링은 검증 또는 복호화에
이용될 수 있는 페어링의 한 예일 뿐이다. 예를 들어, 테이트(Tate) 페어링 및 스퀘어(square) 페어링과 같은 기타 겹선형
및/또는 퇴화하지 않은 페어링 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 바일 페어링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충족시킨다.

여기에서, 는 E1 상의 페어링 계산이고, 는 E2 상의 페어링 계산이다. 양 곡선들은 이들의 군 위수

들에 제약을 주는 n개의 꼬임점(torsion point)들을 갖는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것은, 테이트(Tate)의 정리에 의해, 2개
의 점들의 군이 동일한 위수인 경우에 한해 E1(k) 및 E2(k)가 k 상에서 아이소지너스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일 페어링은 일차 종속인 모든 입력 쌍들에 대한 항등원을 계산한다. 따라서, 메카니즘은 입력 점들이 서로의 스칼라배
(scalar multiple)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한가지 방식은 n개의 꼬임 점들의 전체 군

이 k 상에 정의될 만큼 충분히 큰 유한체 k 상에서 정의된 곡선 E2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E2[n]의 2개의 임의 원소들이 일차 종속일 확률은 거의 1/n의 위수에서 무시할만 하므로, 바일 페어링의 값은 높은 확

률로 사소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상기 식은 E1 상의 페어링 값들의 분포가 E2 상의 페어링 값들의 분포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대안적으로, 변형된 페어링 함수 가 사용될 수 있는데, λ는 소정의 비스칼라(non-scalar) 자기준동

형사상이기 때문에, P 및 λ(P)는 1차 독립이고, 이다. 이러한 맵 λ는 E의 왜곡(distortion) 또는 뒤틀림(twist)
이라 칭해진다.

아이소지니의 생성

각종 구현예에서, 고차의 (예를 들어, 타원 곡선의,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아벨 다양체의) 아이소지니들, 및 도 1의 단계
(102)와 관련하여 설명된 것과 같은 그들의 듀얼 아이소지를 구성하기 위해 다수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

된 짧은 디지털 서명 및 IBE 암호체계는, 값들의 쌍 (P,φ(P))이 공개 키로서 발행되고, 듀얼 의 평가치가 비밀 키를 구성
한다는 협약을 따를 수 있다.

한 구현예에서, 구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소정의 E가 주어지면, 차수 n이 랜덤하게 분포되고 확률 ~1/log(n)을
갖는 소수인 아이소지니 E→E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임의의 곡선 E1이 주어지면, E1으로부터 시간 내의 랜덤 타겟

들 O(B3)로의 랜덤 B-스무스 아이소지니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며; 서로소(relatively prime) 차수를 갖는
Homk(E1,E2)에서 E1,E2 및 2개의 1차 독립 아이소지니가 주어지면, 소수 차수의 아이소지니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예를

들어, 독립 아이소지니에 관해 후술되는 설명을 참조)이 있다.

복소 곱셈 아이소지니

앞에서와 같이 E1=E2라고 하고, E1은 판별식 D < 0인 허수 이차 위수(imaginary quadratic order) OD에 의한 복소 곱셈

(Complex Multiplication: CM)을 갖는다고 가정하자. 개연성있는 알고리즘은 ｜D｜의 예상된 시간 다항식 내에, 곡선 E1
을, 큰 소수 차수인 E1의 자기 준동형 사상 φ와 함께 생성하기 위해 설명될 수 있다.

1. 판별식 D의 힐버트(Hilbert) 클래스(class) 다항식 HD(X)를 계산한다.

2. HD(X)의 임의의 근(root) x를 선택하고, x와 동일한 j-불변부(invariant)를 갖는 C 상의 타원 곡선 E를 구성한다. E는

수체(number field) K 상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알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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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에 의해, 곡선 E는 √D에 의한 복소 곱셈을 한다. q-전개부 상의 선형 대수를 사용함으로써, 아이소지니 √D ∈
EndE에 대응하는 K의 계수를 갖는 유리 함수 I(X,Y)를 명확하게 찾는다.

4. a2 - b2D가 소수일 때까지 임의 정수 a 및 b를 선택한다. 그러면, 아이소지니 a + b√D는 소수 차수를 갖는 E의 자기 준
동형 사상이 될 것이다.

5. K의 임의의 소수 아이디얼(ideal) P를 선택하고, E의 계수 및 I 모듈로 P의 계수를 줄인다. E1은 E의 축소를 나타낸다고

하고, φ는 a + b√D의 축소라고 하자.

알고리즘 단계 1-3은 결정론적이고, ｜D｜ 내의 다항 시간이다. 단계 4에 관해, 수체에 대한 소수 정리는 a2 - b2D가 소수
일 확률 1/log(a2 - b 2D)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크기 n의 정수 a 및 b에 대해, 단계 4는 log(Dn2) 시행 후에 종료되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종적인 자기 준동형사상 φ는 소수 차수의 E1의 자기 준동형사상이다. φ 및 그것의 듀얼 = a-b√D는 스칼라 곱셈 및

덧셈과 함께, 유리 함수 I(X,Y)만을 사용하여, a 및 b를 알게 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그러한 아이소지니 φ는 CM-아이소
지니로 칭해질 수 있다.

모듈러 아이소지니

임의의 소수 ℓ에 대해, 모듈러 곡선 X0(ℓ)는 차수 ℓ의 아이소지니 E1→E2의 동형사상(isomorphism) 클래스를 파라미터화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인 경우에 한해 E1 및 E2가 ℓ-아이소지너스하다는 성질을 갖는 X0(ℓ)에 대

한 다항식 φι(X,Y)가 존재한다.

다항식 Φℓ(X,Y)를 사용하면, 차수 ℓ 아이소지니 E1→E2에 대한 명백한 다항식과 함께 임의의 E1 및 ℓ-아이소지너스 곡선

E2에 대해 계산할 수 있다. 모듈러 다항식이 X 및 Y 대칭이기 때문에, 역으로 된 j-불변부를 갖는 계산은 듀얼 아이소지니

를 찾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는, 이들 다항식의 계수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는 다항식 Φℓ(X,Y)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이

와 다르지만 동등한 다항식 모델은 더 작은 계수들을 갖는 X0(ℓ)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계산에 사용된 정확한 모델에 관

계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해진 아이소지니는 모듈러 아이소니지라고 칭해질 수 있다.

모듈러 아이소지니를 계산하기 위해 현재 알려진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작은 값의 ℓ에 적당하다. 곡선 E1 및 E2를 알고있

는 공격자는 곡선들이 ℓ-아이소지너스한지, 그러한 경우에 ℓ-아이소지니를 회복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각각의 ℓ마다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작은 차수의 모듈러 아이소지니의 사용은 더 많은 보안을 부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는 다수의 모듈러 아이소지니들(예를 들어, 상이한 ℓ을 선택한 경우)을 큰 스무스 차수 의 하나의 아이소지니 φ 내로
구성할 수 있고, 중간 곡선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소지니로서 φ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의 점들 상에서 φ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격자는 E1의 모든 ℓ-꼬임 점들을 계산하여, 그들중의 어느것이 Φ에 의해 소멸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전

히 소수 ℓ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듀얼 아이소지니 계산 문제가 어렵다는 가정 하에서는, 공격자는 그가 선택한 점들 상
에서 φ를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여분으로, 우리는 또한 구현시에 커다란 비-스무스 인자들을 차수에 도입하기 위해 스칼
라 아이소지니 또는 CM 아이소지니를 갖는 최종적인 아이소지니를 구성할 수 있다.

1차 독립 아이소지니

구현시에, 1차 독립 아이소지니 φ 및 ψ는 서로소 차수의 E1에서 E2로 제공된다. 결과적으로, 선형 조합 aφ+bψ는 2개의

변수 a 및 b로 된 2차 형식 에 의해 주어진 차수를 갖는다. 바깥측 계수들이 φ 및 ψ의 차수이

고, 중간항이 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2차 형식의 계수들은 정수라는 것을 알기바란다. 이차
형식은 원시적이기 때문에, 종종 a 및 b가 모든 쌍 (a,b)∈Z2 상에서 변함에 따라 소수값을 무한하게 얻는다. 이러한 방식
으로, 커다란 비-스무스(또는 짝소수) 차수의 많은 아이소지니 E1→E2가 얻어질 수 있다. 최종적인 차수가 비-스무스일

확률이 또한 계산될 수 있다.

아이소지니를 사용한 짧은 서명 방식

구현 시에, 여기에 설명된 기술은 (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해 타이핑되거나 저대역폭 채널을 통해 보내지는) 비교적 짧은
서명 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 타원 곡선 상의 아이소지니 및 페어링의 수학적 성질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2가지 서
명 방식이 후술될 것이다.

갈루아 불변(Galois invariant) 서명

공개특허 10-2005-0042441

- 6 -



를 차수 n의 유한체의 확대라고 하자. Fq 상에서 정의된 타원 곡선 E1을 상에서 정의된 아이소지니

φ:E1→E2와 함께 생각해보자(여기에서, E2는 상에서 정의된 타원 곡선임). 한 구현예에서, 곡선 E2는 L의 부분체 상

에서가 아니라 L 상에서 정의되지만, 부분체 상에서만 정의된 E2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보안의 이유로, 아이소지니

φ는 의 임의의 적절한 부분체 상에서 정의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소지니 φ는 상술된 바와 같은 여러가지 기술에 따라
생성될 수 있다.

도 3은 아이소지니를 사용하여 메시지에 서명하는 예시적인 방법(300)을 도시한 것이다. 이 방법(300)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공개 키. 랜덤한 P∈E1(Fq)를 선택하여, (P,Q)를 발행한다(302)(여기에서, Q=φ(P)). P는 Fq 상에서 정의되지만, Q는 Fq
상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φ가 Fq 상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밀 키. φ의 듀얼 아이소지니 .

서명. H를 메시지 공간으로부터 E2 상의 k-꼬임 점들의 집합으로의 (공개) 랜덤 오라클(oracle)이라고 하자. 메시지 m이

주어지면, 를 계산하며(단계(304), 상술된 바와 같이 생성된 비밀/비밀 키를 사용하여 서명을 제공), 여
기에서 π는 q 제곱 프로베니우스(Frobenius) 맵이고, 합은 E1 상의 타원 곡선 합을 나타낸다. 편의를 위해, 우리는 연산자

를 Tr("트레이스(trace)"를 뜻함)로 나타낸다. S∈E1(Fq)를 서명으로서 출력한다. 그 다음, 서명은 수신자측에

보내져서, 수신자측에 의해 수신된다(각각, 306 및 308). 의 갈루아 군은 {1,π,...,πn-1}이고, 따라서 S는 갈루아
불변이므로 Fq 상에서 정의된다.

검증. e1 및 e2가 각각 E1[k] 및 E2[k] 상의 바일 페어링을 나타낸다고 하자. 공개 키 (P,Q) 및 메시지-서명 쌍 (m,S)가 주

어지면, 인지 확인한다(단계(310), 상술된 바와 같이 생성된 공개 키를 사용하여 수신된
서명을 검증). 따라서, 유효 서명은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충족시킨다.

[

또한, 트레이스 맵은 타원 곡선 상의(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소정의 아벨 다양체 상의) 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저체
(base field)로 내려가 사용될 수 있다. 즉, 타원 곡선(또는 더 높은 차원의 아벨 다양체) 상에서의 트레이스 맵의 출력은 더
낮은 체 상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확대체 상의 점의 표시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다수의 타원 곡선을 사용한 서명

짧은 서명 방식의 강점을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은 다수의 공개 키를 사용하고 최종적인 서명을 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
형은 그것만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상술된 갈루아 불변 향상과 조합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아이소지니 φi:E→Ei의 모임(family), 및 메시지 m을 타원 곡선 Ei 상의 한 점으로 각각 맵핑하는 랜덤 오

라클 해시 함수 Hi의 모임이 있다고 가정하자.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 단계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다:

공개 키. 랜덤한 P∈E를 선택하여, P,Q1,Q2,...,Qn을 발행한다(예를 들어, 302 참조)(여기에서, Qi=φi(P)).

비밀 키. 아이소지니 φi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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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각각의 메시지 m에 대해, m(S)의 서명은 이다(예를 들어, 304 참조). 그 다음, 서명된 메시지는 수신
자측에 보내진다(예를 들어, 306 참조).

검증. (메시지, 서명) 쌍 (m, S)가 주어지면, 인지 확인한다(예를 들어,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
310 참조). 유효 서명의 경우, 이 식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유지된다.

시스템은, 다수의 아이소지니 버젼을 중지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그들이 판정한 바와 같이 아이소지니들 φ2,...,φn을 포함

시킴으로써 단일 아이소지니 버젼을 다수 아이소지니 버젼으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단일 아이소지니를 사용
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 아이소지니 버젼에 대한 임의의 성공적
인 공격은 모든 단일 아이소지니 φ1 내지 φn의 동시 중지를 필요로 한다.

아이소지니를 사용한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IBE) 방식

도 5는 아이소지니를 사용하는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IBE)의 예시적인 방법(500)을 도시한 것이다. 타원곡선들 간의 한
방향 아이소지니는 CDH(Computational Diffie-Hellman)에 대해 잠재적으로 안전한 IBE 방식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
다. IBE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점으로의 맵(MAP TO POINT): 어떤 곡선 E에 대해 연산 를 정의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H(id)를 계산하여
점을 정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H는 랜덤 오라클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우리는 랜덤한 가중
치 열 내로 점들 및 해시 ID의 테이블을 유지한 다음에, 가중된 합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신뢰 기관, 및 대응하는
공개 키를 계산할 수 있는 소정의 ID를 각각 갖고 있는 유한 집합의 사용자들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각 사용자는 신뢰
기관에 의한 적절한 신원확인 후에 자신의 비밀 키를 획득한다.

신뢰 기관을 위한 공개 키: α∈E1, β=φ(α). 따라서, 신뢰 기관(또는 수신자측과 같은 다른 엔티티)는 공개 키를 제공하고

발행한다(502). 뒤틀림 λ가 사용되고 있으면, 우리는 α=λ(a)가 어떤 점 a의 뒤틀린 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신뢰 기관을 위한 비밀 키. 효율적으로 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ob으로부터 Alice에게로의 암호화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다:

Alice를 위한 공개 키: 예를 들어, 신뢰 기관(또는 수신자측과 같은 다른 엔티티)에 의해 맵 대 점(map-to-point) 함수

를 통해 T∈E2가 제공된다(502).

Alice를 위한 비밀 키: . 각 클라이언트를 위한 비밀 키를 빨리 획득하기 위한 공격은 (상술된) 서명 시스템에서
글로벌 브레이크의 시간과 유사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시스템은 또한 2계층 시스템으로 칭해질 수 있
다.

Bob에 의한 암호화. (단계(504), 메시지를 생성된 공개 키로 암호화). 메시지를 m이라 하자. 임의의 정수 r
을 선택한다. 다음과 같은 쌍을 Alice에게 보낸다(506):

Alice에 의한 복호화. 암호문을 [c,T]라고 하자. 보내진 암호화된 메시지는 적절한 신원확인 후에 신뢰 기관(또는 수신자
측과 같은 다른 엔티티)에 의해 제공되는 비밀 키(510)를 사용하여 복호화된다(508). 결과적으로, 평문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암호화 단계에서 해시(hash)되는 양(quantity)이 복호화 단계에서 해시되는 양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
에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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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소지니는 (예를 들어, 엔트리 테이블을 수반하는 개연성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후술되는 바와 같이 표현될 수 있
다.

아이소지니 지정

아이소지니가 스무스하면, 이것은 다항식 계산을 나타내는 직선형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 작은 차수의 아이소지니들의
조합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관심있는 확대 상의 곡선들의 경우에, 입력-출력 쌍들의 작은 테이블은 구현하는데 충분하다.

라고 하면, k의 유한 확대가 고려될 수 있고, 그 확대는 적절하게 지정될 수 있다. 한 구현예에서, 아이소
지는 그라운드(ground) 체의 소정의 유한 확대 상의 점들의 군에 미치는 작용에 의해 지정된다. 2개의 아이소지니는 어느
정도의 확대까지는 일치할 수 있지만, 더욱 큰 체에서는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한 세트의 생성원 S에 관해 φ를 지
정하기에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군은 순환적이거나, 또는 위와 같이 ｜S｜=2이다. 생성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게 생
각되지만, 우리는 랜덤하게 S를 선택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아벨 군으로서, E(k)(k는 q개 원소의 유한체임을 상기)는 Z/mZ×Z/nZ에 동형이고, 여기에서
mn=#E(k),n｜m이고, 또한 n｜D,D=(mn,q-1)이다. 우리는 Schoof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mn=#E(k)를 계산할 수 있고,
D의 인수분해(factorization)를 알게 되면, n은 랜덤화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임의의 점이

로 기입될 수 있도록 및 가 각각 위수 n 및 m으로 되면, 그들은 사다리꼴의 생성원으로 칭해지고,

알고리즘은 그들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랜덤 선택(Erdos-Renyi)을 참조하여, G를 유한 아벨군이라 하고, g1,...,gk를 G의 랜덤 원소라 하자. k≥c·log｜G｜이면,

그것의 부분집합 합이 G 상에서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작은 상수 c가 존재한다. 특히, gi는 G를 생성할 수 있다.

테이블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는 군 위수가 소수일 때 부분집합의 합보다 오히려 강화된 가중 부분집합의 합을 사
용할 수 있다. 이것은 파라미터들의 약간의 작은 손실을 갖는 임의의 위수들로 확장된다.

게다가, E(k)의 구조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임의 점들 Pi,i≤2을 선택하여

로서 기입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는 행렬 이 가역 mod m이면(n｜m을 주지), Pi의 선형 조합에 의해

각각의 사다리꼴 생성원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Pi}는 군을 생성할 것이다. 에 의해 생성된 군에 속하는 확률

(P1 및 P2 둘다)은 m
-2이다. 마찬가지로, 에 의해 생성된 군의 확률은 n-2이다. 그러므로, 이들 2개의 이벤트들 중의 하

나는 확률 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드웨어 구현

도 6은 여기에 설명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600)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
터 환경(600)은 앞의 도면들과 관련하여 설명된 태스크들의 실행과 연관된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더
욱이, (예를 들어, 신뢰 기관, 수신자측, 및/또는 송신자측과 같이 도 1, 3 및 5와 관련하여) 여기에 설명된 각 엔티티는 각
각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컴퓨팅 환경(600)은 단지 컴퓨팅 환경의 일 예이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
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컴퓨팅 환경(600)은 예시적인 컴퓨터 환경(600)에 도시된 컴포넌트들 중의 임의의 하나 또는 조
합에 관하여 임의의 종속성(dependency) 또는 요구사항(requirement)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컴퓨터 환경(600)은 컴퓨터(602)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602)의 컴포넌트들로는, (선택적으로 암호
프로세서 또는 코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싱 유닛(604), 시스템 메모리(606), 및 프로세서
(604)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시스템 메모리(606)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608)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608)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 가속 그래픽 포트, 주변
버스, 및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의 하나 이상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산업 표준 아키텍처(I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MCA) 버스, 인핸스드 ISA(Enhanced
ISA; EISA) 버스, 비디오 일렉트로닉스 표준 어소시에이션(VESA) 로컬 버스, 및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주
변 컴포넌트 상호접속(PCI)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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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602)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는 컴퓨터(60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
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removable) 및 비분리형(non-removable) 매
체를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606)는 RAM(610)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ROM(612)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의 형태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시동중과 같은 때에 컴퓨터(602) 내의 구성요소들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614; BIOS)은 ROM(612)에 저장된다. RAM(610)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유닛(604)에 즉
시 액세스될 수 있고/있거나 프로세싱 유닛(604)에 의해 현재 작동되는 프로그램 모듈 및/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컴퓨터(602)는 또한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도 6에는 비분
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도시되지 않음)로부터 판독하고 그 자기 매체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616), 분리형 비
휘발성 자기 디스크(620)(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고 그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618), 및 CD-ROM, DVD-ROM 또는 기타 광학 매체와 같은 분리형 비휘발성 광학 디스크(624)로부터 판독하고/하거나
그 광학 디스크에 기록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622)가 도시되어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616), 자기 디스크 드라이
브(61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622)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매체 인터페이스(626)에 의해 시스템 버스(608)에 각각 접
속된다. 대안적으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6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61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622)는 하나 이상
의 인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시스템 버스(608)에 접속될 수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 및 그와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602)를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
램 모듈 및 기타 데이터의 비휘발성 저장을 제공한다. 이 예는 하드 디스크(616), 분리형 자기 디스크(620) 및 분리형 광학
디스크(624)를 나타냈지만, 자기 카세트 또는 기타 자기 저장 장치, 플래시 메모리 카드, CD-ROM, D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기타 광학 저장장치, RAM, ROM, EEPROM 등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또한 예시적인 컴퓨팅 시스템 및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임의 수의 프로그램 모듈은, 예를 들어 운영 체계(625), 하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628), 기타 프로그램 모듈(630) 및 프
로그램 데이터(632)를 포함하는 하드 디스크(616), 자기 디스크(620), 광학 디스크(624), ROM(612) 및/또는 RAM(610)
상에 저장될 수 있다. 각각의 이러한 운영 체계(625), 하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628), 기타 프로그램 모듈(630) 및 프로
그램 데이터(632)(또는 이들의 소정의 조합)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상주 컴포넌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보드(634) 및 포인팅 장치(636)(예를 들어,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602) 내로 커맨드 및 정
보를 입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되지 않은) 기타 입력 장치(638)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접시, 직
렬 포트,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 및 그외의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608)에 연결된 입/출력 인터페이
스(64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604)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642)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또한 비디오 어댑터(644)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608)
에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642) 외에도, 기타 출력 주변 장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640)를 통해 컴퓨터(602)에 접속될
수 있는 스피커(도시되지 않음) 및 프린터(646)와 같은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602)는 원격 컴퓨팅 장치(648)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
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컴퓨팅 장치(648)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컴퓨터, 피어
(peer) 장치, 또는 기타 공통 네트워크 노드, 게임 콘솔 등일 수 있다. 원격 컴퓨팅 장치(648)는 컴퓨터(602)에 관해 여기
에 설명된 다수의 또는 모든 구성요소들 및 특징들을 포함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로서 도시된다.

컴퓨터(602)와 원격 컴퓨터(648) 간의 논리적 접속은 근거리 통신망(LAN; 650) 및 일반적인 원거리 통신망(WAN; 652)
으로 도시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사무실, 기업 광역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60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654)를 통해 LAN(650)에 접속
된다. WAN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602)는 일반적으로 WAN(652)을 통해 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모뎀
(656)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컴퓨터(602)에 대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656)은 입/출력 인터페이스
(640) 또는 기타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608)에 접속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고,
컴퓨터(602와 648) 간의 통신 링크(들)을 구축하는 그외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컴퓨팅 환경(600)으로 도시된 것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602)에 관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분
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로서, 원격 응용 프로그램(658)은 원격 컴퓨터(648)의 메모리 장치에 상주
한다. 프로그램들 및 컴포넌트들은 컴퓨팅 장치(602)의 상이한 저장 컴포넌트들 내에 여러번 상주하고 컴퓨터의 데이터
프로세서(들)에 의해 실행된다는 것이 인식되지만, 도시를 위해, 응용 프로그램, 및 운영 체계와 같은 기타 실행가능 프로
그램 컴포넌트들은 여기에서 별개의 블록으로 도시된다.

여러가지 모듈 및 기술은 여기에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
행가능 명령어들의 일반적인 문맥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실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의 기능
은 여러가지 구현시에 원하는 대로 결합되거나 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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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듈 및 기술의 구현은 소정 형태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되거나 그 매체를 통해 송신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 매체일 수 있다.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
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
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쉬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 또는 기타 광학 디스크 저장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또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신 매체"는 통상적으로 반송파 또는 기타 전송 메카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 내의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
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통신 매체는 또한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
터 신호"라는 용어는 신호 내에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설정되거나 변환된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
다.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과 같은 유선 매체, 및 음향, RF, 적외선(IR), Wi-Fi(Wireless
Fidelity)(예를 들어, IEEE 802.11b 무선 네트워킹), 셀룰러, 블루투스 인에이블드(Bluetooth enabled) 및 기타 무선 매체
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술한 것들 중의 임의의 조합도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내
에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아이소지니는 더욱 안전한 암호화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곡선 대신에 다수의 곡선의 사용을 허용한
다. 이 기술은 디지털 서명 및/또는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 솔루션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구조적 특징 및/또는 방법적 작용에 특정된 언어로 설명되었지만,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은 설명된
특정의 특징 또는 작용에 반드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특정의 특징 및 작용은 청구된 발
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형태로서 개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 설명된 타원 곡선은 1차원 경우의 아벨 다양체이다.
또한, 아이소지니는 은닉 서명, 계층 시스템 등과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기에 설명된 기
술은 더 높은 차원의 아벨 다양체에 적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타원 곡선으로부터 제2 타원 곡선 상으로 다수의 점을 맵핑시키는 아이소지니(isogeny)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 공개 키를 발행하는 단계;

상기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키 및 상기 복호화 키 중 적어도 하나는 비밀 키이고, 상기 비밀 키는 상기 아이소지니의 듀얼(dual) 아이소지
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소지니는 복소 곱셈 생성(complex multiplication generation), 모듈러 생성(modular generation), 일차 독립
생성(linearly independent generation), 및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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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제1 타원 곡선으로부터 다수의 타원 곡선 상으로 다수의 점을 맵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단계는 겹선형 페어링(bilinear pairing)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겹선형 페어링은 바일(Weil) 페어링, 테이트(Tate) 페어링 및 스퀘어(square) 페어링을 포함하는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페어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아벨 다양체(Abelian variety)들을 사용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identity based encryption)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소정의 중간 곡선들을 드러내지 않고 상기 아이소지니를 제공하도록 다수의 모듈러 아이소지니를 구성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소지니에 의해 맵핑된 타원 곡선 상의 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저체(base field)로 내려가 트
레이스 맵(trace map)을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아벨 다양체 상의 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트레이스 맵을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3.

제1 타원 곡선으로부터 제2 타원 곡선 상으로 다수의 점을 맵핑시키는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 공개 키를 발행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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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키는 상기 아이소지니의 듀얼 아이소지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소지니는 복소 곱셈 생성, 모듈러 생성, 일차 독립 생성 및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
터 선택된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소지니는 제1 타원 곡선으로부터 다수의 타원 곡선 상으로 다수의 점을 맵핑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는 겹선형 페어링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겹선형 페어링은 바일 페어링, 테이트 페어링 및 스퀘어 페어링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페어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아벨 다양체들을 사용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소지니에 의해 맵핑된 타원 곡선 상의 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저체로 내려가 트레이스 맵을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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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프로세서에 연결되어, 제1 타원 곡선으로부터 제2 타원 곡선 상으로 다수의 점을 맵핑시키는 아이소지니에 대응
하는 공개 키를 저장하는 제1 시스템 메모리;

제2 프로세서; 및

상기 제2 프로세서에 연결되어, 암호화된 메시지, 및 상기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하기 위한, 상기 아이소지니에 대응하
는 복호화 키를 저장하는 제2 시스템 메모리

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된 메시지는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키 및 상기 복호화 키 중 적어도 하나는 비밀 키이고, 상기 비밀 키는 상기 아이소지니의 듀얼 아이소지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소지니는 제1 타원 곡선으로부터 다수의 타원 곡선 상으로 다수의 점을 맵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는 겹선형 페어링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겹선형 페어링은 바일 페어링, 테이트 페어링 및 스퀘어 페어링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페어링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실행시, 기계(machine)에게 액트(act)들을 실행하라고 명령하는 명령어들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액트들은,

제1 타원 곡선으로부터 제2 타원 곡선 상으로 다수의 점을 맵핑시키는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 공개 키를 발행하는 액트;
및

상기 아이소지니에 대응하는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하는 액트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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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키는 비밀 키이고, 상기 비밀 키는 상기 아이소지니의 듀얼 아이소지니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소지니는 복소 곱셈 생성, 모듈러 생성, 일차 독립 생성, 및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소지니는 제1 타원 곡선으로부터 다수의 타원 곡선 상으로 다수의 점을 맵핑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액트는 겹선형 페어링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겹선형 페어링은 바일 페어링, 테이트 페어링 및 스퀘어 페어링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페어링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액트들은 아벨 다양체들을 사용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액트들은 상기 아이소지니에 의해 맵핑된 타원 곡선 상의 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저체로 내려가 트레이스 맵을 사
용하는 액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6.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액트들은 임의의 중간 곡선들을 드러내지 않고 상기 아이소지니를 제공하도록 다수의 모듈러 아이소지니를 구성하는
액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7.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액트들은 아벨 다양체 상의 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트레이스 맵을 사용하는 액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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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액트들은 상기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액트들은 식별정보 기반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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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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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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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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