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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검증가능한 비밀 셔플들 및 전자 투표에 대한 그 응용

(57) 요약

본 발명은 모듈러 정수(k)들의 시퀀스(검증가능하게 셔플)에 암호학적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수학적 구성을 제시하여, 안전

하고 예외적으로 검증가능한, 복수 기관 선거 방식들에 대한 응용에 대해 설명한다. 셔플 작업의 출력은 모듈러 정수들(k)

의 다른 시퀀스이며, 그 각각은 대응하는 입력의 동일한 비밀의 제곱이지만, 출력내의 요소들의 순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비록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연산하는 것은 "셔플러"(적용되는 요소들의 치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이지만,

이 구성은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임의의 검증자들에 의해 검토될 수 있는 출력 시퀀스에 대한 정당성의 선형 사이즈 증명

(즉, 이것이 주장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프로토콜은 특별한 경우에 공정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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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의 제로 지식인 것이 나타내어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계산상의 제로 지식이다. 우리는 또한, 이산 대수식의 지식에 대

하여 잘 알려진 Chaum-Pedersen 프로토콜의 일반화를 구성한다([3], [2]). 사실 일반화는 (k)=2인 경우에 Chaum-

Pedersen 프로토콜로 (정확히) 특화된다. 이 결과는 그 자체에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현대의 최고의 프로토콜들의 특

징들을 중요한 효율적인 개선들에 부합시키는 전자 투표에 대한 응용이 주어진다. (예외적으로 검증가능한) 선거들을 달성

하기 위한 전적으로 새로운 파라다임을 도입하는 전자 투표에 대한 대안적인 응용도 주어진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요소들의 시퀀스를 수신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106)에 결합되고,

개개의 데이터 파일들을 나타내는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를 수신하고,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를 익명으로 치환(permute)하여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셔플링된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

해, 적어도 하나의 비밀 키를 사용하여 암호 변환을 적용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셔플링된 시퀀스와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 사이의 대응을 알고 있는 서버 컴퓨터(114)를 포함하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114)는 치환(permutation)에 대한 정당성의 증명을,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1 시퀀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clear text messages)의 시퀀스의 적(product)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2 시퀀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

스트 메시지들의 적과 같다는 증명에 기초하여 생성하도록 또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는 상기 서버 컴퓨터(114)에 알려지지 않은 키를 사용하는 Zp 또는 타원 곡선 그

룹들을 사용하여 암호화되고, 상기 서버 컴퓨터(114)는:

검증자 컴퓨터(130)로부터 임의적으로 생성된 값들(ei)의 열을 수신하고;

상기 임의적으로 생성된 값들(ei)의 적어도 일부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비대화형 증명(non-interactive proof)으

로서 상기 정당성의 증명을 생성하도록 또한 구성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114)는:

대응하는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복수의 공개 키들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개인들 각각은 상기 복수의 공개 키들 중 하나

에 대응하는 개인 키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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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개인 키를 갖는 상기 복수의 개인들 중 하나의 개인으로부터 증명서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공개 키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세트를 상기 요구하는 개인에게 제공하고;

상기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1 시퀀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의시퀀스의 적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2 시퀀스

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의 적과 같다는 증명에 기초하는 상기 치환에 대한 정당성의 비대화형 증명, 및 상기

복수의 공개 키들의 셔플을 수신하고;

상기 정당성의 증명을 체킹하고;

상기 하나의 개인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행하고;

상기 복수의 공개 키들에서 상기 하나의 공개 키를 감소시키도록 또한 구성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요소들의 시퀀스는 공개 키들이며, 상기 서버(114)는 개인으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개인이 상기 공개

키들 중 하나에 고유하게 그리고 수학적으로 관련된 비밀 값을 갖는지를 체크하고;

비밀 값을 갖는 경우에, 상기 하나의 개인에게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또한 구성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는 전자 선거하의 무기명 투표 선택들의 시퀀스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당성의 증명은,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와 상기 생성되고 셔플링된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가 주어

지면,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의 모든 해독된 요소에 대하여, 상기 생성되고 셔플링된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

퀀스내에 대응하는 치환되고 해독된 요소가 존재하도록 하는 치환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매체의 콘텐츠들은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 및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는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의 셔플링을 위한 컴퓨터-구현 방법에 의해 처리되고, 상기

컴퓨터-구현 방법은,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를 익명으로 치환하여 제 1 셔플링된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를 생성하도록, 적어

도 제 1 비밀 키를 사용하여 비밀의 단방향 암호 변환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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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1 시퀀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의 시퀀스의 적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2 시퀀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의 적과 같다는 증명에 기초하여, 상기 치환에 대한 정당성의 증명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는 기초 수학의 그룹(underlying mathematical group)으로 암호화되며, 상기

수학 그룹은 모듈러 정수값 p(Zp)을 갖는 정수들의 링(ring of integers)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 및 상기 정당성의 증명을 수신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내의

논리 노드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디스크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 및 상기 정당성의 증명을 포함하는 생성된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매체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투표 기관 서버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 접속 링크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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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은 적어도 공개 키들 또는 공개 키들과 관련된 디지털 증명서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

체.

청구항 15.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는 전자 무기명 투표들 또는 전자 무기명 투표 선택들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6.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의 셔플링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구현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공개 키들 중 하나의 공개 키에 대응하는 하나의 개인 키와 관련된 컴퓨터로부터의 요구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

기 복수의 공개 키들 각각은 복수의 개인 키들 중 하나에 대응하는, 상기 제공 단계;

상기 복수의 공개 키들 중 적어도 일부의 셔플링된 세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공개 키들의 새로운 셔플링된 세트 및 셔플링을 위한 정당성의 증명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정당성의 증

명은,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1 시퀀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의 시퀀스의 적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2 시퀀

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의 적과 같다는 증명에 기초하는, 상기 생성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구현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파일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공개 키들의 새로운 셔플링된 세트를 위한 상기 정당성의 증명을,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1 시퀀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의 시퀀스의 적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제 2 시퀀스에 대응하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들의 적과 같다는 비

대화형 증명에 기초하여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구현 방법.

청구항 1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전자 데이터 요소들의 시퀀스는 기초 타원 곡선 그룹으로 암호화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정당성의 증명은 정당성의 비대화형 증명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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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치환에 대한 정당성의 증명은, 암호화된 선형 팩터들의 제 1 시퀀스에 의해 규정된 하나의 다항식이 암호화된 선형

팩터들의 제 2 시퀀스에 의해 규정된 제 2 다항식의 일정 배수와 같다는 증명에 기초하는, 컴퓨터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 서론

물체들, 기록들 또는 토큰들의 수집의 셔플의 표기법은 단순 및 직관적이고, 다양한 일상 인간 활동들에 유용한 예들이 많

이 존재한다. 카지노의 갬블러는 그의 손의 카드들 중에서, 각각이 52개의 독창적인 값들 중 하나가 되며, 테이블에 있는

어떠한 다른 사람도 그가 보유한 것들의 복제본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딜러에 의해 셔플링되기

이전의 정확한 카드 순서를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조차도, 카드들이 분포된 방식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자 데이터에 관련하여, 동일한 종류의 임의적인 그러나, 검증가능한 입력 순서의 치환을 달성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다.

문제점은 데이터 그 자체가 항상 감사자(auditor)에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때, 입력 기록

들과 출력 기록들 사이의 대응 관계는 감사자 또는 다른 관찰자가 재구축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다. 볼 수 없는 경우에, 이

때, 입력 및 출력 기록들은 동일한 기초 데이터(underlying data)의 서로 다른 표현들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감사자가 대

응 관계를 재구축할 수 없을 정도로 출력이 충분히 서로 다른 경우에, 이때, 감사자는 셔플러가 셔플링 프로세스 중에서 기

초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문서의 대부분은 중요한 상황, 즉 ElGamal 또는 Diffie-Hellman로 암호화된 데이터내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선형) 방법을 제공하려 한다. 가능한 명백하고 간결한 설명을 하기 위해, 본 문서의 대부분은 연산들이 ZP
*, 즉, 큰 소수

(p)를 법으로 하는 단위들의 배수 그룹의 소수 서브그룹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경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기초(배수) 그룹의 특성들은 관련된 Diffie-Hellman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셔플 프로

토콜은 또한 ElGamal 암호법이 타원 곡선들과 같이 다른 그룹들에서 구현될 때 유용하다.

일반적인 [1] 내지 [4]의 볼 증명 기술들은 또한 동일한 특성들을 갖는 증명을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결과로서 생

긴 증명 사이즈(복잡성)는 이차 방정식이거나, 더 나쁘게는 입력 시퀀스의 사이트내에 있다.

본 문서의 기술은 또한 [8]에서 사용되는 삭제 및 선택 기술(cut-and-choose technique)을 통해 여러 장점들을 제공한

다. 상기 접근법에서, 증명의 사이즈는 모든 참가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정행위 증명자의 확률에 의존한다.

본 문서의 셔플 프로토콜에서, 이 부정행위 확률은 본질적으로 k가 셔플링될 요소들의 수이고, q가 요소들이 암호화되는

Z*p의 서브그룹의 사이즈인 k/q이다. 부정행위 확률에 의존한 증명 사이즈에 대한 어떤 분석도 [8]에서 이루어지지 않지

만, 비교적 낮은 부정행위 확률을 얻기 위해서, 본 문서에서 주어진 증명의 사이즈보다 더 큰 크기로 주문될 필요가 있다.

(또한, [8] 프로토콜이 상호 작용하지 않게 구현된다면, 부정행위 확률은 매우 작게 선택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악의

를 가진 참가자가 철저한 조사에 의해 위조 증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오프라인 계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침은 본 문서의 프로토콜을 갖는 경우일 수 있지만, k 및 q의 모든 실제 값들에 위한 확률 k/q는 - 오프라인 공격들에 대

해서 조차도- 충분할 만큼 확실히 작다.)

본 문서의 결과들은 예외없이 검증가능한 선거 프로토콜을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공한다. 이들 중 일부는 마지막

장들에 제시된다. 이러한 정황에 있어서, [2]의 고상한 준동형의 선거 프로토콜을 비교할 가치가 있다. 그 프로토콜은 무

기명 투표들이 간단한 "(대부분) n중 m을 선택하는" 타입의 질문들만을 가질 때 잘 작용한다. 이것은 "라이트-인" 응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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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투표자가 선호하는 순서로 대답들을 표시할 거라고 기대하는 "비례 타입" 질문들과, 이 선호에 따라 표로 작성된 질문

들을 효율적으로 배제한다.(이론적으로, 비례 타입의 질문들은 하나의 예/아니오 응답에 대한 선택들의 각 유효 치환을 매

핑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은 선택들의 수가 매우 작지 않는 한 실행불가능하다.) [2] 방식의 다소 덜

중요한 2개의 단점들은, 투표 데이터 사이즈를 상당히 기대한다는 것과, 투표자의 타당성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증명은 대략 크기의 순서에 의해 투표 데이터 사이즈를 또한 확장하고, 투표자의 컴퓨터상에서 특수 목적 코드가 운용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견지로부터 관심대상이 아니다.

본 셔플 프로토콜들은 전적으로 기초 산술 연산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은 구현이 단순하고, 여기에 기술된 익명의 신

용증명 응용을 위해 즉시 실용화할 수 있다.

1.1 투표에 대한 응용들

즉시 발생하는 투표 응용은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록화/혼합 센터 접근법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 설정에서,

본 문서의 프로토콜들은 중요한 장점들을 제공한다. 이들은 더 한층 효율적이며, 혼합 센터들이 투표를 해독하기 위해 필

요한 키의 일부 할당(share)을 보유한 관계들에 완전히 독립적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마, 본 신규 프로토콜의 보다 가치있고 흥미로운 응용은 "익명의 신용증명들(anonymous credentials)"을 생성

하는 것이다. DSA의 세트 또는 Diffe-Hellman 공개 키들에 의해서만 식별되는, 인증된 그룹의 구성원은 그/그녀의 개인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일시적 방식으로 그룹 맴버쉽을 증명 및/또는 서명할 수 있다. 이는 예외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목록화를 위해 "기관들"의 소정의 특수한 세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투표 문제에 대한 신규한 해법을 초래한다. 이는 또한,

투표가 암호화/해독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표자에 대한 보다 양호한 비밀(privacy) 모델을 제공하며, 목록화를 매우 빨

라지게 한다. 실제로, 투표가 집표소에 수신된 이후 암호화된 암호문을 혼합하는 대신, 선거의 시작 이전에 투표자 신용증

명들이 혼합된다. 이 혼합은 "익명의 인증"을 성취하기 위해 투표자들 자신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7.1장 참

조)(혼합은 기관들의 세트에 의해서 수행되어, 임계 비밀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투표는 암호화/해독될 필요가 없다.)

2. 표기법

이하에 있어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n은 양의 정수이고, p와 q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소수 정수들(prime

integers)이다. 산술 연산들은 모듈러 링 Zp(또는, 때때로, Zn)내에서 수행되고, g∈Zp는 (소수) 배수 차수(q)를 가진다.

(그래서, 평범하게, q｜(p-1)) 각 증명 프로토콜에서, P는 증명자(셔플러)이고, V는 검증자(감사자)이다. 이산 대수를 위

한 등식의 Chaum-Pedersen 증명을 상기한다. G, X, H, Y ∈ Zp에 대하여, 이는 하기의 관계를 위한 지식의 증명이다.

(1)

이는 제로 지식(zero-knowledge)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직한-검증자 제로 지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장에서, 역시 이들 특성들을 갖는 이 프로토콜의 자연적 다중 변수 일반화를 제공할 것이다. 이들은 검증자가

Fiat-Shamir 학습법을 경유하여 구현되는 우리의 주 응용을 위해 충분하다.([5] 및[2] 참조)

정의 1 : 위와 같이 이 증명의 실예는

로 표현된다.

정의 2 : 고정된 g∈Zp
*에 대하여, 가 모든 x,y∈<g>에 대하여 에 의해 정의된

<g>×<g>의 이진 연산자라 한다. 대안적으로, 모든 a,b∈<g>에 대하여, 이다. 합산들 및 승

산들을 위해 사용되는 관례들에 따라 하기의 표기법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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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연산을 대수 승산 베이스(g)라 지칭한다.

앞선 정의의 각 표기법들에서, 아래첨자 g는 그 값이 콘텍스트로부터 명확할 때 생략될 수 있다.

주 1 : 하기의 수학식을 주목하여야 한다.

(2)

하기의 잘 알려진 결과들의 수집을 주목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이들이 본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

문이다.

보조 정리 1 : f(x) ∈ Zq[x]는 d 차의 다항식이 되는 것으로 한다. 이때, f(zi) = 0이 되도록 하는 최대 d 값들 z1,…, zd

∈Zq가 존재한다.

추론 1 : f(x), g(x) ∈ Zq[x]가 f≠g에서, 최대 d 차의, 두 개의 모닉 다항식들이라 한다. 이때, f(zi) = g(zi)가 되도록 하는

최대 d-1 값들 z1,…, zd-1 ∈Zq가 존재한다.

추론 2 : f(x), g(x) ∈ Zq[x]가 f≠g에서, 최대 d 차의, 두 개의 모닉 다항식들이라 한다. t∈RZq(t는 Zq로부터 임의적으로

선택됨)이면, 이때,

추론 3 : f(x), g(x) ∈ Zq[x]가 최대 d 차의 소정의 두 다항식들이라 한다. 이때, 모든 상수 R≠0에 대하여, f(zi(R)) = Rg

(zi(R))이 되도록하는 최대 d 값들, z1(R),…, zd(R)가 존재한다.

정의 3 : f(x)가 Zq[x]내의 다항식이라 한다. f의 모든 근들의 (비정렬)세트를 Xf에 의해 하기와 같이 나타낸다.

(3)

정의 4 : Λ⊂Zq 및 R∈Zq인 경우에, 우리는 하기와 같이 나타낸다.

(4)

추론 4 : f(x), g(x) ∈ Zq[x]가 최대 d 차의 소정의 두 다항식들이라 한다. 상수를 R≠0, ≠0 및 δ≠0이라 정한다.

t∈RZq인 경우에, 이때, 하기와 같다.

보조 정리 2 : Zq
k가 Zq위의 표준 k-차원 벡터 공간이라 하고, v=(v1,…,…vk)∈Zq

k, v≠0 및 a∈Zq라 한다. r∈RZq
k가 임의

적으로 선택되는 경우에, 이때, 하기와 같다.

3. 반복 대수 승산을 위한 증명들

등록특허 10-0727281

- 8 -



이 장의 나머지에 대하여, 모든 대수 승산들은 고정된 요소 g에 대하여 연산될 것이며, 그러므로, 표기의 아래첨자는 생략

한다. 하기의 문제는 추후 도입되는 셔플 프로토콜들에 대한 기초이다.

반복 대수 승산 문제 : 두 시퀀스들 {Xi}
k
i=1 및 {Yi}

k
i=1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다. 증명자(P)도 모든 i에 대하여 ui=loggXi

및 vi = loggYi를 알지만, 이들은 검증자(V)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P는 비밀 알고리즘들 ui 및 vi에 대한 소정의 정보를 밝

히지 않고, 하기의 관계의 V를 확신하기 위해 필요하다.

(5)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은 엄밀히, 장 2의 서두에 언급된 Chaum-Pedersen 프로토콜의 고차원 일반화이다. 사실, 우리

는 k=2인 경우에, 프로토콜이 정확히 Chaum-Pedersen 프로토콜인 것을 발견할 것이다. 문제의 실예를 하기의 경우에 제

한함으로써 현저히 단순화될 것이다.

(6)

명백히, 이들 부등식들 중 소정의 것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이때, 수학식 (5)는 검사에 의해 유지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

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증명 구성시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Xi = 1인 경우에, 이때 xi = 0 이고, 그래서, 수

학식 (5)은 일부 j에 대하여 Yj = 1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유지한다. 유사하게, X 및 Y의 역할들은 반전된 상태가

된다.)

반복 대수 승산 증명 프로토콜(ILMPP) :

1. P는 Zq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k-1 요소들 θ1,…θk-1을 비밀로 생성하고, P는 그후, 하기의 수학식을

연산하며, V에 대하여 시퀀스 A1,…,Ak를 드러낸다.

(7)

2. V는 랜덤 챌린지 ∈Zq를 생성하고, 이를 P에게 드러낸다.

3. P는 하기의 수학식을 충족하는 Zq의 k-1 요소들 r1,…,rk-1을 연산하고, 시퀀스 r1,…,rk-1를 V에게 드러낸다.

(8)

4. V는 (8)의 수학식들 모두가 유지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증명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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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 ILMPP는 특수 정직한-검증자 제로 지식인 수학식 (5)의 관계에 대한 지식의 3-거동(three-move), 공개 코인 증

명(public coin proof)이다. 증명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멱법들의 수는 k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멱법들의 수는

2k이다. V가 챌린지들을 임의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 위조 증명의 확률은 1/q이다.

주 2 : 증명 구성시, 모든 멱법들은 동일 베이스(g)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고, 그래서, 고정된 베이스 알고리즘이 채용될 수

있다.([6], P.623 참조)

증명 : 본 프로토콜은 명백히 3-거동 및 공개 코인이다. 증명의 구성시 멱법 카운트는 2k-2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 이는 단지 k 멱법들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P가 대수 xi 및 yi를 알고, 그래서, 모든 2≤i≤k-1에 대하여 Ai

를 Ai = gθi-1xi+θiyi로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

완성은 임의적 =(θ1,…,θk-1) 및 가 주어지면, P가 (8)의 수학식들의 시스템을 충족시키는 =(r1,…,rk-1)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인지를 보기 위해서, (8)내의 수학식들의 각 측면의 logg를 취하고, 1≤i≤k-1에 대하여,

=(ri -θi)로 설정한다. ,…, 에 대하여 Zq의 선형 수학식들의 하기의 k×(k-1) 시스템을 얻는다.

(9)

(k-1)×(k-1) 서브-시스템

(10)

은 정칙(non-singular)이며, 그 이유는 그 행렬식이 { PI ^k}_i=2 x_i이고, 이는 가정 (6)에 의해 0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 에 대하여 이를 항상 풀 수 있다. 사실, 해는 하기와 같다.

(11)

그러나, 이 문제의 가정하에서, (10)은 실제로 (9)를 내포한다. 이는 방정식(10)의 좌변상의 서브매트릭스가 정칙이라는

사실과 조합하여, (12)의 k x k 메트릭스의 제 1 행 벡터가 나머지 k-1 행 벡터들의 선형 조합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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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당성

방정식(12)의 좌변상의 메트릭스의 제 1 행 벡터가 나머지 k-1 행 벡터들의 선형 조합이 아닌 경우에, 이때, 방정식 (9)를

유지하는 최대 하나의 ∈Zq의 값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임의적으로 선택되는 경우에, P가 V를 확신시키는

r1,…,rk-1을 생성할 수 있는 q 내의 최대 1의 기회가 존재한다.

특수 정직한-검증자 제로 지식

때문에, 정직한-검증자 제로 지식은 임의적 및 임의적 =(r1,…,rk-1)와

(13)

에 대하여 유지하며, 트리플( , , )은 허용 대화(accepting conversation)이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은 수학식

(13)에서와 같이 를 설정하고, 임의적이고 독립적인 및 ri를 일반화함으로써 구성된다.

에 대하여 이렇게 생성된 분포가 (7)에 따라 생성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쉬우며, 역시, (12)의 매트릭

스의 제 1 행 벡터가 나머지 행 벡터들의 고정된 선형 조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V가 정직한 경우에, 시뮬레이션은 완전

하다. 챌린지( )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하기와 같이 공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yi중 일부가 0인 경우에 작용하지 않는다. 방정식(11)의 경우에서, 이 문제는 가정(6)에 의해 회피되었다. 물

론, 해의 주된 부분은 모든 1≤i≤k-1에 대하여 yi≠0인 가정하에서 양호하게 설정될 수 있다-가정의 타입과 일관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ri를 위한 표현의 선택.

주 4 : 우리는 k=2인 경우에 ILMPP가 널리 알려진 Cham-Pedersen 프로토콜로 정확히 감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독

자에게 남겨둔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 1, 방정식 (2)를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주 5 : 특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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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s=logGX=logHY를 안다는 것을 증명하는 Chaum-Pedersen 프로토콜의 경우에서와 같이, ILMPP는 P가 loggXi

=loggYi 및 Πk
i=1si=1이 되도록하는 s1,…,sk를 안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일한 제 1 거동 및 ≠ '와 함께, 두 개의 허용 대

화들, ( , , ) 및 ( , ', )로부터 증거 (ω,ρ)=( - ', - )가

(14)

를 충족하면서 추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는 명백하다.

ω= - '≠0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1≤i≤k-1에 대하여 ρi≠0을 따른다. 따라서, 이 문제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작은

변형으로, 이는 특수 정당성을 충족한다.

4. 단순 k-셔플

우리가 구성한 제 1 셔플 증명은 제한적인 조건들의 세트를 필요로 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용하다. 첫 번째로,

이는 추후 도입될 보다 일반적인 셔플 증명 프로토콜의 기본 구축 블록이다. 뜻밖으로, 이는 역시 제 2의 중요한 목적을 충

족한다. 이 증명의 단일의 예는 특정 치환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셔플들이 Zp요소들의 집합들상

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을 때 중요할 수 있으며, 이는 투표 응용에서와 같이, ElGamal 쌍들을 셔플링할 때 정확히 소요되는

것이다.

정의 5 : 두 개의 부가적인 요소들(C 및 D)과 함께, Zp,X1,…,Xk 및 Y1,…,Yk의 k 요소들의 두 시퀀스들이 공개적으로 알려

진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증명자(P)는 xi = loggXi, yi = loggYi, c = loggC 및 d = loggD를 알고 있지만, 모든 이들 값들은

검증자(V)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P는 xi, yi, π, c 또는 d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드러내지 않고, 모든 1≤i≤k에

대하여

Yi
d+ Xπ

c
(i) (15)

의 특성을 갖는 일부 치환(π∈Σk)이 존재한다는 것을 V에게 확신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 k-셔플 문제라 부른다.

주 6 : 본 장 및 본 문서의 잔여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셔플 구성들에서 단순화 가정들을 할 것이다.

1. i≠j에 대하여 xi≠xj(그러므로, 물론, i≠j에 대하여 yi≠yj)

2. 모든 1≤i≤k에 대하여 xi≠1

이들 특수한 경우들을 취급하기 위한 명백한 방식들이 존재한다. 또한, 실시시, 이들은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임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추론 2와 조합하여 이전 장의 프로토콜은 공정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수적인 툴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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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k-셔플 증명 프로토콜 :

1. V는 임의적 t∈Zq를 생성하고, 이를 P에게 챌린지로서 제공한다.

2. P 및 V는 공개적으로 u=Dt=gdt, W=Ct=gct,

및

를 연산한다.

3. P 및 V는 두 길이 2k 벡터들에 대하여 ILMPP를 실행한다.

(16)

프로토콜은 V가 상기 ILMPP를 받아들이는 경우 및 그 경우에만 성공한다(V가 증명을 인정한다).

정리 2 : 단순 k-셔플 증명 프로토콜은 방정식(15)의 관계에 대한 지식의 4-거동, 공개 코인 증명이다. 이는 특수 정당성을

충족하며, 특수 정직한-검증자 제로 지식이다. 증명을 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멱법들의 수는 2k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소요되는 멱법들의 수는 4k이다.

V가 임의적으로 챌린지들을 생성하는 경우에, 위조된 증명의 확률은 (k-1)/q+(q-k+1)/q2=(qk-q+q-k+1)/q2<k/q 이

하이다.

주 7 : 주 2의 고찰도 이 경우에 적용한다.

증명 : 모든 필요한 특성들은 이전 장의 결과들을 직접 따른다. (특수 정당성은 주 5로부터 논증될 수 있다.) 위조된 증명은

단지 두가지 조건들에서만 생성될 수 있다.

1. 챌린지(t)가 하기의 방정식을 위한 특수값들 중 하나이다.

2. 챌린지(t)가 위의 1의 특수값들 중 하나가 아니고, ILMPP가 위조된다.

보조정리 2에 의해, 1의 확률은 최대 (k-1)/q이고, 2의 확률은 이전 장의 결과들에 의해 (q-k+1)/q1이다.

4.1 복잡성 개선

단순 k-셔플 프로토콜의 사이즈 및 복잡성 양자 모두는 2의 팩터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보조정리 2를 사용하는 대신, 우

리는 보조정리 4를 사용한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방정식 (16)의 C의 k 사본들과 D의 k 사본들을 단일 엔트리들 gdk 및 gck

로 각각 대체하기를 원한다. 불행히, 이는 프로토콜의 제로 지식 특성을 훼손한다. 대신, 우리는 프로토콜을 하기와 같이

변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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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k-셔플 증명 프로토콜 Ⅱ :

1. P는 Zq로부터 β를, 그리고, Zq-{0}로부터 τ를 임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생성하고, 방정식 (17)을 연산하며, V에게 B 및

T를 드러낸다.

(17)

2. V는 Zq로부터 임의적 λ를 생성하고, 이를 P에게 드러낸다.

3. P는 방정식 (18)에 의해 s를 연산하고, s를 V에게 드러낸다.

(18)

4. V는 임의적 t∈Zq를 생성하고, 이를 챌린지로서 P에게 제공한다.

5. P 및 V는 공개적으로 U=Dt=gdt, W=Ct=gct,

및

를 연산한다.

6. P는 Zq로부터 비밀로, 임의적이고 독립적으로 k 요소들(θ1,…,θk)을 생성한다. P는 그후 방정식 (19)를 연산하고, 시퀀

스 A1,…,Ak+1을 V에게 드러낸다.

(19)

7. V는 임의적 챌린지 ∈Zq를 생성하고, 이를 P에게 드러낸다.

8.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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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을 충족하는 Zq의 k 요소들(r1,…,rk)을 연산하고, 시퀀스 r1,…,rk를 V에게 드러낸다.

9. V는 (20)의 모든 방정식들이 유지되는 경우 및 그 경우에만 증명을 인정한다.

정리 3 : 단순 k-셔플 증명 프로토콜 Ⅱ는 방정식 (15)의 관계를 위한 지식의 5-거동, 공개 코인 증명이다. 이는 특수 정당

성을 충족하고, 특수 정직한-검증자 제로 지식이다. 증명을 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멱법들의 수는 k+4이고, 이를 검증하

기 위해 소요되는 멱법들의 수는 2k+2이다.

V가 챌린지들을 임의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 위조된 증명의 확률은 (k-1)/q+(q-k+1)/q2=(qk-q+q-k+1)/q2<k/q 이

하이다.

증명 스케치 : 모든 논증들은 원본 프로토콜의 경우에 구성된 논증들과 특성 마다 매우 유사하다. 주된 차이점은 보조정리

2 대신 보조정리 4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의 6 : 우리는 SSk( , ,C,D)로 단순 k-셔플 프로토콜 Ⅱ의 예를 나타내며, 여기서, =(X1,…,Xk), =

(Y1,…,Yk), C 및 D는 정의 5에서와 같다.

5. 일반적 k-셔플

단순 k-셔플 프로토콜의 명백한 한계는 셔플러(P)가 모든 원본 멱지수들(x1,…,xk 및 y1,…,yk)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

다. 다수의 응용들에서, 이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본 장의 목적은 이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 k-셔플 문제 : Zp의 k 요소들의 두 시퀀스들(X1,…,Xk 및 Y1,…,Yk)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다. 부가적으로, 콘텐츠

c, d∈Zq는 단지 P에게만 알려져 있지만, 약속들 C=gc 및 D=gd는 공개되어 있다. P는 π, c 또는 d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드러내지 않고, 모든 1≤i≤k에 대하여

(21)

의 특성을 갖는 일부 치환(π∈Σk)가 존재한다는 것을 V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 k-셔플 증명 프로토콜 :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d=1인 경우를 고려한다. 일반적 경우는 단순히 g로부터 C까지 그룹 생성자를 변

경하고, c=c/d의 치환을 수행함으로써 이 경우로 감소될 수 있다.)

1. 1≤i≤k에 대하여, P는 ai, bi, ui 및 wi를 Zq로부터 임의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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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를 연산한다.

부가적으로, P는 Zq-{0}로부터 를 생성하고, 또한, z0, z1를 Zq로부터 임의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성하며,

(23)

을 연산하고, 1≤i≤k에 대하여

(24)

을 연산하며, 마지막으로,

(25)

를 연산한다.

그후, P는 순차화된 시퀀스들 Ai, Bi, Ci, Ui 및 Wi를 X0, Y0, 및 Λ와 함께 V에게 드러낸다.

2. 1≤i≤k에 대하여, V는 Zq-{0}로부터 임의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ei를 선택하며, 이 시퀀스를 P에게 반환한다.

3. P는 1≤i≤k에 대하여

(26)

을 연산하고, 이들을 V에게 드러낸다.

4. V는 t∈Zq-{0}를 생성하고, 챌린지로서 이를 P에게 반환한다.

5. 1≤i≤k에 대하여, P는 비밀로

(27)

의 멱지수들을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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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 및 V는 그후, 단순 k-셔플(SSk( , ,g,Γ))을 실행하며, 여기서, 및 는

(28)

과 같다.

(P는 증명을 구성하기 위해 Ri 및 Si를 명확히 연산할 필요가 없지만, V는 V는 Ri 및 Si를 Ri=AiBi
tei 및 Si = CiDi

t로서 연산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증명 프로토콜은 P가 k+4 멱법들을 연산하고, V가 4k+2 멱법들을 연산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7. P는 멱지수들을

(29)

와 같이 드러낸다.

8. V는

(30)

을 체크하고,

(31)

을 평가한다.

9. P는

(32)

를 연산하고, V와 함께 두 개의 Chaum-Pedersen 증명들 CP(g,Γ,G,G0) 및 CP(g,C,Z1G0,G1)을 실행한다.(따라서, V에게

방정식들 (32)가 유지되는 것을 증명한다.)

10. V는 최종적으로

(33)

을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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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는 (a) 체크되어야만 하는(단계들 8 및 10) 모든 방정식들이 충족되고, (b) V가 단계 6의 단순 셔플 증명을 인정하고,

(c) V가 단계 9의 양 Chaum-Pedersen 증명들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증명을 인정한다.

6. 복수 기관 투표 응용

종래의 투표 응용을 위한 대부분의 설정이 [2]에 설립될 수 있다. 투표들은 타입 (gαi, hαim)의 ElGamal 쌍들(또는, 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쌍들의 시퀀스)로서 제출되며, 여기서, m은 투표자 선택들의 몇몇 표준 인코딩이며,

αi는 투표자들에 의해 비밀로 생성되며, h는 무딜러 비밀 할당 설계개념([7])을 통해 구성된 공개 파라미터이다. 투표소들

이 폐쇄되고 나면(투표가 종료됨), 기관들의 독립적 모임이 순차적으로 무기명 투표들을 셔플링한다. 각 셔플링은

(34)

와 같이 구성되며,

여기서, ri는 Zq 및 (Xi,Yi)=(gαi,hαiMi)로부터 임의적으로 선택된다.

최종 셔플의 출력시, 암호화된 무기명 투표들의 최종 수집체가 임계 설계개념에 따라 해독되며, 명료한 텍스트 투표들이

통상적 선거 규칙들에 의해 완전한 화면으로 목록화된다.

순차적 셔플들에 개입하는 기관들은 수가 독단적일 수 있으며, 이들은 선거 개인 키의 할당들을 유지하는 자들로부터 완전

히 다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해독된 무기명 투표들의 시퀀스는 그 치환들 각각이 완전히 독단적이기 때문에, 모든 셔플 기

관들이 담합한 경우에 제출된 무기명 투표들의 원본 시퀀스와 일치될 수 있다.

각 셔플의 타입이 장 5에서 기술된 셔플과 상이하지만, 증명 프로토콜은 최소한의 변형들로 구성될 수 있다. 우리는 하기

의 서브섹션에서 세부사항들을 제시한다.

6.1 : ElGamal 쌍들

1. 1≤i≤k에 대하여, P는 ai, bi, ui 및 wi를 Zq로부터 임의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성하며,

(35)

를 연산한다.

부가적으로, P는 Zq-{0}로부터 를 생성하고, 또한, Zq로부터 x0, y0 및 t0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생성하

며,

(36)

을 연산하고, 1≤i≤k에 대하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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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산하며, 마지막으로,

(38)

을 연산한다.

P는 그후 순차화된 시퀀스들 Ai, Bi, Ci, Ui 및 Wi를 X0, Y0, 및 Λ와 함께 V에게 드러낸다.

2. 1≤i≤k에 대하여, V는 Zq-{0}로부터 임의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ei를 선택하며, 이 시퀀스를 P에게 반환한다.

3. P는 1≤i≤k에 대하여

(39)

를 연산하고, 이들을 V에게 드러낸다.

4. V는 c∈Zq-{0}를 생성하고, 챌린지로서 이를 P에게 반환한다.

5. 1≤i≤k에 대하여, P는 비밀로

(40)

의 멱지수들을 연산한다.

6. P 및 V는 그후, 단순 k-셔플(SSk( , ,g,Γ))을 실행하며, 여기서, 및 는

(41)

과 같다.

(P는 증명을 구성하기 위해 Ri 및 Si를 명확히 연산할 필요가 없지만, V는 V는 Ri 및 Si를 Ri=AiBi
cei 및 Si = CiDi

c로서 연산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증명 프로토콜은 P가 k+4 멱법들을 연산하고, V가 4k+2 멱법들을 연산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7. P는 멱지수들을

(42)

와 같이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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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는

(43)

을 체크하고,

(44)

을 평가한다.

9. P는

(45)

를 연산하고, V와 함께 두 개의 Chaum-Pedersen 증명들 CP(g,Γ,G,G0) 및 CP(g,Γ,H,H0)을 실행한다.(따라서, V에게 방

정식들 (45)가 유지되는 것을 증명한다.)

10. P 및 V는

(46)

을 연산한다.

11. P는

(47)

을 연산하고, 이를 V에게 드러낸다.

12. V는 최종적으로

(48)

을 체크한다.

13. V는

(a) 체크되어야만 하는(단계들 8 및 12) 모든 방정식들이 충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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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가 단계 6의 단순 셔플 증명을 인정하고,

(c) V가 단계 9의 양 Chaum-Pedersen 증명들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증명을 인정한다.

6.2 한 경로 목록화

표준 혼합-네트 구현에서, 두 개의 별개의 위상들이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셔플링(또는 혼합) : 암호화된 무기명 투표들의 세트가 혼합된다. 이는 충분한 수의 혼합 스테이지들이 수행될 때까지 전체

암호화된(그리고, 반복적으로 셔플링된) 무기명 투표 박스가 일 기관로부터 다른 기관로 순차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함을 의

미한다. 보다 명확하게, A1,…,An이 셔플링의 시퀀스 또는 일반적으로 기관들이라 지칭되는 혼합 엔티티들이라 한다. B는

암호화된 무기명 투표들의 시퀀스라 한다. 순차적으로, 각 Ai는 하기의 작업들을 수행한다.

1. Ai는 Ai-1로부터 모든 필요한 인증서 및 타당성 증명들과 함께 를 수신한다.

2. Ai는 모든 필요한 인증서 점검들 및 타당성(증명) 검증들을 수행한다.

3. 단계 2에서의 점검들 중 어떠한 것이라도 실패하면, 목록화는 중지되거나, 가능하게는, 재시작된다. 그렇지 않으면, Ai

는 방정식 (34)에 따라 및 장 6.1의 대응 타당성 증명(Pi)을 연산한다. (통상적으로, 이는 프로

토콜의 비대화형 버전이다.)

4. 를 B로 개명하고, Ai는 B를 소정의 다른 필요한 인증서 또는 타당성 점검들 및 Pi와 함께 Ai+1에게 보낸다. i=n인 경

우에, 혼합이 종료되고, 목록화가 해독 위상으로 진행한다.

해독 : 셔플링(혼합) 이후에, 결과적인 무기명 투표들의 세트는 일반적으로 h로 표시된 선거 공개 키로 모두 암호화된다.

이들 무기명 투표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각 기관은 해독 할당을 기증하여야만 한다. 이는 하기와 같이 달성된다.

1. 가 최종 혼합 기관(An)에의해 출력된 암호화된 무기명 투표들의 세트라 하고, SD=

{D1,…,Dt}가 해독에 관여하는 해독 기관들의 서브세트라 한다. (값 t는 선거 공개 키(h)가 생성될 때 사용된 임계값에 의

해 결정된다. [7] 참조.)

2. 각 1≤j≤t에 대하여, 그리고, 병렬적으로

(a) Dj가 그 타당성의 적절한 인증서와 함께 시퀀스 X1,…,Xk를 수신한다.

(b) 단계 2a에서 제공된 인증서의 체크가 실패하는 경우에, Dj는 해독을 중지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1≤i≤k에 대

하여, Dj는

(49)

를 연산한다.

여기서, sj는 Dj의 해독 할당이며, z(j,SD)는 공개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상수 승산자이다([7] 참조). Dj는 또한 방정식 (49)

을 위한 타당성(Cij)의 Chaum-Pedersen 증명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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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는 모든 Zij 및 Cij를 목록화 센터에 반환한다.

3. 목록화 센터에서 수신된 모든 Cij가 유효한 것으로 가정하면, 명확한 텍스트 무기명 투표들의 세트는

(50)

으로서 연산된다.

4. 소정의 선거에서와 같이 Mi를 계수함으로써 선거 계산이 최종적으로 연산된다.

해독 기관들의 세트(SD)(또는 심지어 그의 단지 일부의 서브세트)가 셔플링 기관들의 세트에 포함되는 경우(실시시 거의

항상 이런 경우가 된다), 이 절차의 단점은 양 세트들내에 있는 각 기관이 두 개의 별개의 통신을 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며, 그 각각은 매우 클 수 있다. 이 단점은 기관들이 느린 통신 링크에 의해 접속되었을 때, 특히 문제시된다.

우리는 혼합과 동시에 일부 또는 모든 해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한다. 이는 단순히, 셔플링 위상 동안 SD의 구

성원들인 셔플링 기관들 각각에 대해 셔플링 단계 3을 해독 단계 2와 조합함으로써 달성된다. SD의 구성원들이 아닌 셔플

링 기관들은 변경되지 않은 단계들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Aj가 SD의 구성원인 경우에, 셔플링 단계 4에서, 단지 B만을 Aj+1로 보내는 대신, 및

양자 모두를 보내며, 여기서, Zij 및 Cij는 위에서와 같다. 또한, 그 셔플을 위한 입력으로서 B를

사용하는 대신, Aj+1은 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방식으로, 모든 해독 기관들이 역시 셔플 기관들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이때, 최종 출력이 해독된 무기명

투표들의 세트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별개의 해독 위상에 대한 필요성을 소거한다. 단지 t0<t 해독 기관들이 역시 셔플

기관들인 경우에, 이때, 최종 셔플링된 무기명 투표 박스는 잔여 t-t0 해독 기관들 사이에 할당된 공개 키로 암호화된 요소

들로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여전히 해독 위상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소요 통신량은 대응하는 양만큼

감소된다.

7. DSA 공개 키들의 k-셔플들

일반적 k-셔플들은 DSA 또는 Diffie-Hellman 공개 키들의 세트를 검증가능하게 치환화하는데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이

에 의해, 우리는 DSA 공개 키들의 새로운 세트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컴퓨터화에 의해 원본 세트와 링크될 수

없지만, 개인 키들의 동일한 세트를 검증가능하게 나타낸다. 이는 개인 키들의 원본 그룹의 완전성을 여전히 보호하면서,

인증된 키들의 세트를 익명화하기를 원할 때, 매우 가치가 있을 수 있다-선거 설정은 단지 하나의 이런 예일 뿐이다.

우리는 단지 여기서 기술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지만, 그러나, 독자들은 세부사항들을 완전히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최

초에, 모든 공개 키들이 타입 (g,H), H=gs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g는 일부 고정된 생성자들이고, s는 개인 키인 것으로 가

정한다. 즉, 개략적으로, "모든 키들은 동일한 베이스를 사용"한다. 프로토콜은 하기와 같이 진행한다.

1. 셔플러 또는 혼합자는 g 및 키들의 리스트(Hi)를 제공받는다.

2. 셔플러는 C=g 및 Yi=Hi'(신규 공개 키들)로 일반적 k-셔플을 실행하여 Fiat-Shamir 학습법을 통해 검증자의 임의적 챌

린지들을 구현한다.(즉, 증명 프로토콜의 비대화형 버전이 실행된다.)

3. 셔플러는 전체 증명 사본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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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본이 세트 g=C 및 Hi=Hi'를 검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C에 대한 공통 베이스를 변경함으로써,

(51)

때문에, 개인 키들은 모두 동일하게 남아있는다.

7.1 익명 투표자들

투표 응용에서, 선거 완전성을 위해, "누가 투표하였는지"를 알아야만 하지만, "어떻게 투표하였는지"는 알아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다. 본 장의 기술은 프라이버시/완전성 딜레마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다. "누가 투표하였는지"를 아는 대신,

투표한 사람이 허가된 투표자들의 세트의 일원인지만을 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기와 같은 투표 솔루션을 남겨둔다.

1. 분산식 신뢰성 목록화 설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키 할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는 분산식 신뢰도 목록화에 기초한 기타 투표 솔루션들의 필요악인 임계 프라이버시가 아닌 투표자에 대한 연산적 프

라이버시를 보증한다.(임계 수의 기관들이 담합에 합의하면, 모든 투표자들의 투표들이 해독될 수 있다.)

3. 투표된 무기명 투표들의 암호화 또는 해독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물론, "이중 투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야만 하지만, 본 장의 기술은 하기와 같이 이를 관리하도록 쉽게 변형된다.

AV-1 : 단계 3에서, 투표자(셔플러)-이 경우에는 개인 키들(s0)중 하나를 알고 있는-는 그룹 생성자(또는 베이스)(C) 및

키 쌍(s0, H0')을 가진 DSA 서명 설계개념을 사용하여 그의 투표된 무기명 투표에 서명한다. (H0'는 투표자에게 속하는 "후

셔플" 공개 키이다. 투표자는 그/그녀가 셔플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퀀스내의 그 위치를 안다. 그리고, 또한, 셔플

의 특성들은 H0'=Cs0-즉, s0가 H0'에 대응하는 개인 키인 것을 보증한다.)

AV-2 : 단계 4에서, 셔플 사본 체크들 및 무기명 투표 서명 체크들을 가정하여, 투표 센터는 인증된 키들의 리스트로부터

단순히 H0'를 제거하고, 다음 무기명 투표 요구를 다시 대기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공개 키들의 새로운 리스트는 이제

하나 작아지며, 투표자(셔플러)가 먼저 하나 이상의 개인 키를 알고있지 않는 한, 그/그녀는 이제 새로운 개인 키들을 알고

있지 못하며, 그래서,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결과적인 선거 프로토콜은 모든 셔플 사본들 및 서명들이 유지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증가능하다.

비록, 이 선거 설계개념이 우월한 프라이버시 특성들(각 투표자의 무기명 투표의 비밀이 분산된 기관들의 세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표자에 의해 보호됨)을 제공하지만, 잠재적인 실용적 단점이 존재한다. 투표자(즉, 투표자의 컴퓨터) 및 투표소

서버 컴퓨터 양자 모두에 소요되는 인증을 위한 연산량이, 투표자가 단지 표준 공개 키 서명만을 연산하는 표준 선거 프로

토콜들 보다 많다. 그러나, 이 부가적 연산이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무기명 투표가 아용해지기 이전에 선

거에 앞서 동일한 익명화가 양호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는 위의 단계 AV-1에서 무기명 투표가 서명될 때 익명으로 서명되게 되는 증명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발행된 표준

PKI 증명서들에 의해 달성된다. 물론, 이들 증명서 요구들은 개인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지

만, 다른 방식으로, 이들은 가장 중요하게는 투표자가 대응 개인 키를 갖는, 표준 공개 키를 포함하는 완전한 표준이 될 수

있다. 투표시에, 무기명 투표는 단순히 이 통상적인 개인 키로 서명될 수 있다. 이 전략에서, 익명 증명서를 재사용할 수 있

다. 따라서, 익명 증명서의 연산적 비용이 다수의 선거들에 걸쳐 양도될 수 있다.

8. 집합들의 k-셔플들

장 5에서, 생성된 단순 셔플은 증명될 수 있는 치환을 실질적으로 "동결"시킨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이전 장이 어떻게

<g>의 요소들의 k l-집합들의 셔플들 또는 ElGamal 쌍들의 k l-집합들로 확장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k l-집합들

의 시퀀스를 k x l 어레이로 고려하면, 단일 단순 k-셔플은 동일 치환에 따라 모든 행들이 치환화되는 것을 증명하도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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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는 일반적 k-셔플 프로토콜 및 ElGamal 셔플 프로토콜 양자 모두에서 Ai, Bi, Ci 및 Di의 동일한

값들이 모든 행들에 대하여 사용된다.(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 k-셔플에서, t의 동일한 값이 모든 행들을 위해 사용

될 수 있고, ElGamal 셔플에서는 c의 동일한 값이 모든 행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8.1 : 공통 베이스가 없는 DSA 키 셔플들

본 장의 고찰은 또한 장 7의 DSA 키 셔플 프로토콜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한다. 동일 베이스에 대하여 공개 키들의 전체 세

트를 유지(g C)하는 대신, 키들은 독립적인 쌍들(gi, Hi)로서 관리된다. 셔플러가 키 쌍들 중 임의의 서브세트(Gi, Hi)를 뽑

을 수 있고, 이들을 "2-집합들"로서 셔플링하며, 결과를 반환한다. 이는 원본 세트가 큰 경우에, 약 50% 만큼 키 당 작업을

증가시키는 대가로 셔플링을 보다 관리하기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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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도 1 및 하기의 설명은 본 발명의 양태들이 실행될 수 있는 적합한 컴퓨팅 환경의 간단한, 개괄적 설명을 제공한다. 비록 필

수적이지는 않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퍼스널 컴퓨터 또는 웹 서버 같은 범용-목적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루틴들 같

은 컴퓨터 구현의 명령들로서 구현될 수 있다. 관련 기술의 숙련자들은 본 발명의 양태들(소규모 선거들 같은)이 인터넷 기

기들, 수지식 디바이스들, 착용식 컴퓨터들,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들("PDA들"), 멀티프로세서 시스템들, 마이크로프

로세서-기반 또는 프로그램형 가전 기기들, 네트워크 PC들, 미니 컴퓨터들, 셀 또는 이동 전화들, 셋-톱 박스들, 메인프레

임 컴퓨터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컴퓨터 시스템 구성들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본 발명의 양태들은 여기

에 설명된 컴퓨터 실행형 명령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프로그램, 구성 또는 구축된 특수 목적 컴

퓨터 또는 데이터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컴퓨터"는 상기 디바이

스들 중 소정의 것 및 소정의 데이터 프로세서를 지칭한다.

또한, 본 발명은 지역 네트워크(LAN), 광역 네트워크(WAN) 또는 인터넷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되는 원격 처리

디바이스들에 의해 테스크들 또는 모듈들이 수행되는 분산식 컴퓨팅 환경들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분산식 컴퓨팅 환경에

서, 프로그램 모듈들 또는 서브-루틴들은 지역 및 원격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들 양자 모두에 위치될 수 있다. 여기에 설명

된 본 발명은 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들(무선 네트워크들 포함)에 걸쳐 전자적으로 분산된, 그리고, 칩들내에 펌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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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장된 자기 및 광학적으로 판독 및 삭제가능한 컴퓨터 디스크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상에 저장 또는 분산

될 수 있다. 관련 기술의 숙련자들은 여기에 설명된 프로토콜들의 일부가 서버 컴퓨터상에 존재하고, 클라이언트 컴퓨터상

에 대응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특히 이런 프로토콜들을 위한 데이터 구조들 및 데이터의 전송도 본 발

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별도로 설명되지 않는 한, 도 1에 도시된 다양한 블록들의 구성 및 연산은 종래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이

런 블록들은 이들이 관련 기술의 숙련자들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상세히 설명될 필요가 없다.

도 1을 참조하면, 시스템(100)의 적합한 환경은 하나 도는 그 이상의 투표자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들(102)을 포함하고,

그 각각은 컴퓨터가 인터넷의 월드 와이드 웹 부분(106)내의 웹 사이트들을 포함하는 인터넷과 데이터를 교환 및 액세스

할 수 있게 하는 브라우저 프로그램 모듈(104)을 포함한다. 투표자 컴퓨터들(102)은 하나 이상의 중앙 처리 유니트들 또는

기타 로직 처리 회로, 메모리, 입력 디바이스들(예로서, 키보드, 마이크로폰들, 터치 스크린들 및 포인팅 디바이스들), 출력

디바이스들(예로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 오디오 스피커들 및 프린터들) 및 저장 디바이스들(예로서, 고정식, 플로피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도 1에 도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투표자

컴퓨터(102)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들(예로서, 워드 프로세싱 또는 스프레드 시트 응용

들) 등 같은 기타 프로그램 모듈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투표자들(1, 2, 3…N)을 나타내는 N 수

의 투표자 컴퓨터들(102)이 존재한다.

인터넷 또는 월드 와이드 웹("Web")(106)에 결합된 서버 컴퓨터 시스템(108) 또는 "집표소"는 집표, 저장 및 기타 프로세

스들의 대부분 또는 모두를 수행한다. 서버 컴퓨터(108)에 결합된 데이터베이스(110)는 투표자 컴퓨터들(10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투표소 컴퓨터들(112) 및 서버 컴퓨터(108)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무기명 투표들 및 셔플 타당성 증명들 포

함) 및 웹 페이지들의 대부분을 저장한다. 투표소 컴퓨터(112)는 여기에 설명된 시스템하에서 전자적으로 투표하기 위한

인터넷(106)에 결합된 컴퓨터들에 대한 액세스가 준비되지 않은 투표자들 또는 대중 구성원들을 허용하기 위해 공공 투표

위치에 위치된,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미니 컴퓨터 등이다. 따라서, 투표자 컴퓨터들(102)은 개별 투표자의 가정들

에 위치될 수 있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투표소 컴퓨터(112)는 공개적으로 위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 선거시 투표

자들에게 액세스될 수 있다. 투표소 컴퓨터(112)는 서버 컴퓨터 및 몇몇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을 갖는 지역 네트워크

(LAN) 또는 몇몇의 투표자들이 동시 또는 병렬로 투표할 수 있게 하도록 LAN을 경유하여 그에 결합된 투표자 단말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용어 "투표자"는 여기에 설명된 일부 또는 모든 프로토콜들을 사용하는 소정의 개인 또는 조직을 지

칭하는 것으로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대안적인 실시예하에서, 시스템(100)은 법인 임원들 또는 위원들(board members)의 선출 같은 사설 선거에 관하여 사용

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투표자 컴퓨터들(102)은 주주들의 랩탑들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들일 수 있으며, 투표소 컴퓨터

(112)는 선거를 수행하는 회사(예로서, 로비의)내에 위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일 수 있다. 따라서, 주주들은 그

들의 표들을 던지기 위해 투표소 컴퓨터(112)를 액세스하도록 회사를 방문할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관 또는 조직 컴퓨터들(114)은 또한 인터넷(106)을 경유하여 서버 컴퓨터 시스템(108)에 결합된

다. 임계 암호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이때, 기관 컴퓨터들(114) 각각은 데이터베이스(110)내에 저장된 전자 무기명 투표들

을 해독하기 위해 필요한 키 할당을 유지한다. 임계 암호학적 시스템들은 기관들의 총 수(n)의 서브세트(t)(즉, t<n)가 무기

명 투표들을 해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필요로하며, 그에 의해, 무기명 투표 해독을 위해 모든 기관들이 필요해지는 요

구조건을 회피한다. 달리 말해서, 임계 암호법의 목적은 현저한 서브세트(T)가 협력할 때, 메시지들이 해독될 수 있도록 그

룹의 n 구성원들 사이에서 개인 키(s)를 할당하는 것이다-(t,n) 임계 암호법. 프로토콜들은 (1) 그룹 사이에서 연합적으로

키들을 생성하고, (2) 개인 키를 재구성하지 않고 메시지들을 해독하도록 규정된다. 기관 컴퓨터들(114)은 서버 컴퓨터 시

스템이 무기명 투표들을 해독하고 결과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투표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해독 할당을 서버 컴퓨터 시스

템(108)에 제공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예시된 실시예에서, 기관 컴퓨터들 각각은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한번의 무기명 투표들의 셔플을 수행할

수 있다. 각 셔플과 관련하여, 각 기관 컴퓨터는 셔플 타당성 증명을 생성하고, 이는 암호화되어 서버 컴퓨터(108)로 포워

딩되거나, 기관 컴퓨터에 의해 로컬적으로 저장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부가적인 기관 컴퓨터들의 세트가 제공되고,

여기서, 하나의 기관 컴퓨터들의 세트는 암호화된 무기명 투표들을 셔플링하고 셔플 타당성 증명들을 생성하며, 두 번째

기관 컴퓨터들의 세트는 무기명 투표들을 해독하기 위해 키 할당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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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택적인 검증자 컴퓨터들(130)이 기관 컴퓨터들(114)과 유사하게 제공될 수도 있다. 검증자 컴퓨터

들은 선거가 훼손되지 않은 것을 검증하도록 선거 사본들을 수신할 수 있다. 예로서, 검증자 컴퓨터들이 여기에 설명된 바

와 같이, 기관 컴퓨터들 각각으로부터 셔플 타당성 증명들을 수신할 수 있다. 검증자 컴퓨터들은 선거 이후 검증들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결합될 필요가 없다. 사실, 검증들은 여기에 설명 및 도시된 다른 컴퓨터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서버, 검증자 또는 기관 컴퓨터들은 투표자 등록 프로토콜들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등록 컴퓨터들이 제공될 수 있다(미도

시). 등록 컴퓨터들은 지문 데이터, 음성 지문 데이터, 디지털 화상 비교 및 관련 기술의 숙련자들이 알고있는 기타 기술들

같은 등록자들의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바이오메트릭 판독기들을 포함할 수 있다. 투표자 등록 및 검증가

능한 셔플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익명 증명서들의 발행이 후술된다.

서버 컴퓨터(108)는 서버 엔진(120), 웹 페이지 관리 콤포넌트(122), 데이터베이스 관리 콤포넌트(124) 및 도시되지 않은

기타 콤포넌트를 포함한다. 서버 엔진(120)은 표준 기능에 부가하여, 전자 투표 프로토콜의 부분들을 수행한다. 암호 프로

토콜은 서버 컴퓨터상에 저장될 수 있으며, 이런 프로토콜의 일부들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상에도 역시 적절한 상수들과

함께 저장될 수 있다. 사실, 상기 프로토콜은 자기 및 광학적으로 판독 및 삭제가능한 컴퓨터 디스크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식 매체상에 저장 및 배포, 마이크로칩들(예로서, EEPROM)상에 저장, 및 마이크로코드 및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

크들에 거쳐 전자적으로 배포될 수 있다. 관련 기술의 숙련자들은 서버 컴퓨터상에 프로토콜의 일부들이 존재하고, 대응

부분들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상기 프로토콜에 특정한 데이터 구조들 및 데이터 전송

들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따라서, 서버 엔진(120)은 관계된 투표자들에 대한 모든 필요한 무기명 투표 전송, 집표, 무기명

투표들의 검증(예로서, 디지털 서명들의 체킹 및 무기명 투표들내의 내포된 타당성의 검증들의 검증 전달), 투표 집성, 무

기명 투표 해독 및/또는 투표 목록화를 수행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서버 엔진(120)은 데이터 집표소로서 모든

전자 무기명 투표들을 단순히 수집한다. 그후, 전자 무기명 투표들은 저장되고, 시당국 같은 선거를 수행하는 제 3 자 기관

에 무기명 투표들의 셔플, 계산의 해독 및 선거 결과들의 생성을 위한 툴들과 함께 제공된다. 유사하게, 셔플 타당성 증명

들 같은 선거 감사 정보가 로컬적으로 저장되거나 시당국 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웹 페이지 콤포넌트(122)는 후술된 바와 같이, 선거 무기명 투표 박스 웹 페이지 같은 웹 페이지들의 생성 및 디스플레이

또는 라우팅을 취급한다. 투표자들 및 사용자들은 http:＼＼www.votehere.net 같은 그와 관련된 URL이나, 시당국을 위

한 URL 같은 선거와 관련된 URL에 의해 서버 컴퓨터(108)를 액세스할 수 있다. 시당국은 직접적으로 서버 컴퓨터 시스템

(108)을 호스트 또는 운영하거나, 이런 수신된 전자 무기명 투표들을 서버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제 3 자 투표

위임자에게 자동으로 포워딩할 수 있다. 여기에 언급된 URL 또는 소정의 링크나 주소는 소정의 자원 로케이터(locator)일

수 있다.

웹 페이지 관리 프로세스(122) 및 서버 컴퓨터(108)는 허가된 투표자들 또는 시스템 관리자들 같은 허가된 사람들에 의해

서만 액세스될 수 있는 보안 섹션들 또는 페이지들을 가질 수 있다. 서버 컴퓨터(108)는 이런 사용자들을 인증하기 위해 예

로서, 보안 소켓 층("SSL") 및 토큰들 또는 쿠키들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소규모 선거들 또는 부정행위 확률이 낮은(또는

부정한 결과들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서, 시스템(100)은 상술된 특허 출원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복잡한 전자 암

호화 무기명 투표들을 사용하는 대신, 후술된 바와 같이 투표들을 수집 및 저장하기 위해 이런 단순한 네트워크 보안 조치

들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을 인증(패스워드들의 사용을 통한 방식 같은), 보안 전송 접속들의 형성 및 보안 서버들 및

웹 페이지들의 제공 방법들은 관련 기술의 숙련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선거 설계개념 및 시스템은 각 포스팅이 디지털적으로 서명되고, 아무것도 삭제되지 않는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다. 게시

판은 웹 서버로서 구현된다. "무기명 투표 박스"는 게시판상에 존재하고, 모든 암호화된 무기명 투표들을 유지한다. 웹 서

버 데이터를 1회기록, 다수 판독(WORM) 영구 저장 매체 또는 유사한 디바이스에 기록함으로써 삭제가 방지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컴퓨터들에 접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채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만, 다른 대안적인 실

시예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예로서, 본 발명의 양태들은 표준 단독 컴퓨터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태들은 또한 소정의 상호접속된 데이터 처리기들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대신, 이런 기

계들은 여기에 기술된 프로토콜들 또는 방법들의 양태들을 실시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개략도는 방법(200)으로 도시된 선거를 위한 셔플 프로토콜의 기본 응용을 예시한다. 블록 202에서, 투

표자 Joe Smith, Sally Jones 및 Ian Kelleigh 각각에 대해 하나씩 세 개의 암호화된 무기명 투표들이 제출된다. 블록 204

에서, 투표자들의 리스트 또는 롤이 블록 206에 도시된 암호화된 무기명 투표들로부터 분리된다. 그후, 무기명 투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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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재암호화가 수행되어 블록 208에 도시된 무기명 투표들의 셔플링된 세트를 생성한다. 셔플 타당성 증명이 블록 210

에서 이 제 1 셔플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셔플 타당성 증명은 제 3 자가 모든 입력 데이터(무기명 투표들)가 그들에 동일

연산들이 적용되게 되는 것을 보증하며, 어떠한 무기명 투표들의 변경도 수행되지 않는 것을 보증할 수 있게 한다.

(이전에 셔플링된) 무기명 투표들의 제 2 셔플이 블록 212로 도시된 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들의 제 2 셔플링된 세트를 생

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다시, 셔플 타당성 증명이 블록 2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성된다. 블록 212의 셔플링된 무기명 투

표들은 세 번째로 셔플링되어 블록 216에서 무기명 투표들의 최종 셔플링된 세트를 생성한다. 제 3 타당성 증명(218)이

마찬가지로 이 제 3 셔플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요컨대, 본 예에서 3x3 셔플 어레이가 제공된다. 셔플링에 이어서 무기명

투표들은 블록 2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독되어 계산을 생성한다. 제 3 자는 각 셔플러가 선거 완전성을 보전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각 셔플 타당성 증명을 분석함으로써 그 선거를 검증할 수 있다.

셔플 프로토콜은 효과적으로 전자 선거 설계개념 같은 다양한 응용들을 위해 채용될 수 있는 별개의 서브루틴들로서 상기

에 제시되어 있다. 제 1 서브루틴은 증명자와 검증자 사이의 스케일된, 반복 대수 승산 증명들의 기능을 제공한다. 제 2 서

브루틴은 단순한 셔플 프로토콜의 기능을 제공하며, 스케일된 반복 대수 승산 증명들을 사용한다. 그후, 제 3 서브 루틴은

일반적 셔플 기능을 실행하며, 셔플러는 단순한 셔플의 제 2 서브루틴에 의존하는 멱지수들을 알지 못한다. 제 4 서브루틴

은 제 3 서브루틴을 요소들의 k-요소 집합들을 셔플링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본 발명의 개념들이 인터넷 이외의 다양한 환경들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예로서, 개

념들은 전자 메일 무기명 투표들, 트랜젝션들 또는 폼들이 처리 및 저장되는 전자 메일 환경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웹 페이지 또는 디스플레이 서술(예로서, 게시판)은 HTML, XML 또는 WAP 포맷, 이메일 포맷 또는 정보를 디스플레

이하기에 적합한 소정의 다른 포맷(문자/코드 기반 포맷들, 비트맵형 포맷들 및 벡터 기반 포맷들 포함)일 수 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들, 광역 네트워크들 또는 지점-대-지점 다이얼-업 접속들 같은 다양한 통신 채널들이 인터넷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트랜잭션들이 클라이언트/서버 환경 이외의 단일 컴퓨터 환경내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각 투표자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 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소정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클라이언트 시스템들은 텔레비전-기반 시스템들, 인터넷 기기들, 이동 전화들/PDA들 및 그를 통해 트랜잭

션들이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가전 제품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링크"는 네트워크상의 위치 또는 노드를 갖는 투표 기관의 디스플레이 서술 같은

네트워크상의 자원을 식별하는 소정의 자원 로케이터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투표자 컴퓨터들, 단말들 및 서버들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여기에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양태들은 이런 노드들을 식별하기 위해 대응 자원 로케이터들을 갖

는 네트워크상의 노드들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

문맥이 그 이외의 것을 명백히 필요로하지 않는 한, 본 설명 및 청구범위 전반에 걸쳐, 단어 '포함', '포함하는' 등은 배제적

인 또는 전적인 의미에 대치되는 포함의 의미, 즉, "포함하는,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의 의미로 해석된다. 단수 또는

복수를 사용하는 단어들도 각각 복수 또는 단수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단어들 "여기", "위", "아래" 및 유사한 의미의 단

어들은 본 출원에 사용될 때, 본 출원의 소정의 특정 부분들이 아닌 전체로서의 본 출원을 지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된 실시예들의 상기 설명은 기술된 정확한 타입이 본 발명의 전부라는 의미이거나, 본 발명을 그에 한정하

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 및 그를 위한 예들이 예시의 목적들을 위해 여기에 설명되었지만, 관련 기술의

숙련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다양한 등가의 변형들이 가능하다. 여기에 제공된 본 발명의

교지들은 상술된 전자 투표 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 응용들에 적용될 수 있다. 예로서, 프로토콜은 익명 및 감사

양자 모두가 필요조건인 전자 상거래에 응용들을 가진다. 이 예들은 전자 지불 설계개념들("이-캐시")이다.

이들 및 다른 변경들이 상술된 상세한 설명의 범주에서 본 발명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기의 청구범위에서, 사

용된 용어들은 본 발명을 상세한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술된 특정 실시예들에 한정하도록 해석되지 않아야만 하며,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청구범위하에서 동작하는 모든 암호화 시스템들 및 방법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

라서, 본 발명은 본 내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주는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본 발명의 특정 양태들이 특정 청구항 형태들로 하기에 제시되었지만, 본 발명자는 소정수의 청구항 형태들내에서 본 발명

의 다양한 양태들을 구상한다. 예로서, 본 발명의 단 하나의 양태가 컴퓨터-판독형 매체에 구현된 것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만, 다른 양태들이 유사하게 컴퓨터 판독식 매체내에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자는 본 발명의 다른 양태들을 위한

이런 부가적인 청구항 형태들을 추구하기 위해 본 출원의 출원 이후에 부가적인 청구항들을 추가할 권한을 보전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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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임의의 검증자들에 의해 검토될 수 있는 출력 시퀀스에 대한 정당성의 선형 사이즈

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양태들이 실행될 수 있는 적합한 컴퓨팅 환경의 간단한 개략도.

도 2는 방법(200)으로 도시된 선거를 위한 셔플 프로토콜의 기본 응용을 예시하는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시스템 102 : 투표자 컴퓨터들

104 : 브라우저 프로그램 모듈 106 : 인터넷 또는 월드 와이드 웹

108 : 서버 컴퓨터 110 : 데이터베이스

112 : 투표소 컴퓨터들 114 : 기관 컴퓨터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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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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