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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

요약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은 사용자 단말 장치의 요청에 따

라 인증 기관에서 공개키 및 일정 시간 단위로 가변하는 2종의 조각으로 구성된 임의의 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한

비밀키 조각을 중첩되지 않게 사용자 단말 장치 및 중재 서버로 발급하는 단계 및 사용자 단말 장치의 인증서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중재 서버는 발급받은 비밀키 조각으로부터 생성한 제1 서명 조각 값을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이에 의해,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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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비밀키 조각 값, 포워드 시큐어리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mRSA 기법에서 보안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을 이용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도시한 도표,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인증 기관 200 : 사용자 단말 장치

300 : 중재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중재자를 통한 효율적인 서명의 인증과 포워드

시큐어리티를 도모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증 시스템 및 데이터의 암호화 시스템과 관계가 있다. 암호화 시스템은 물론 다른 시스템도

있지만, 흔히 비밀키('대칭키'라고도 함) 시스템 및 공개키('비대칭키'라고도 함)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비밀키, 즉

대칭키 시스템에서는 암호화 및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공통

비밀키를 알고, 소유하는 등의 키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을 하고자 할 때, 공개키가 기반된 암호 기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법은 한 쌍의 키가 존재하여 하나

의 키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비밀스럽게 보관하는데, 전자의 키를 공개키, 후자의 키

를 비밀키라고 한다.

비밀키는 비밀이 보장되는 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개인이 서명해야 하는 키이며, 공개키는 검증자에 의해

서명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키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검증되는 공개키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효성을 검증

해주는 공개키 인증서를 CA(Certificate Authority)를 통해 발급받는다.

공개키 인증서에는 공개키, CA의 서명 및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재된 유효기간 동안에 공개키의 유효성 여부

를 CA가 인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CA를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인증서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서명 검

증자는 해당 인증서의 폐지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 폐지 정보(Certification Revocation List: CRL)를

매번 검증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mobile) 통신의 경우 데이터 전송에 있어 밴드 위스

(bandwidth)를 사용하기 때문에 CRL을 전송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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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효기간의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서 공개키 인증서가 폐기( revokation)되더라도 CRL에 등재되는 시점은 시스템

의 업데이트 시점과 일치할 것이므로 폐기 시점에 차이가 생긴다. 인증서 폐기 시점과 시스템의 업데이트 시점 사이에 전

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와 인증서 폐기에 대한 확인 문제의 해결을 mRSA(mediated RSA Digital Signature Scheme) 기법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였다.

도 1은 mRSA 기법에서 전자서명의 생성 및 검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mRSA 기법에서는 신뢰도 면에서 CA(10) 보다 못하지만 공개키의 인증을 중재해줄 중재자로서 SEM

(Semi-Trusted Party)(30)을 채용한다.

mRSA 기법에서 CA(10)는 비밀키(d) 및 공개키(e)를 생성하는데, d는 사용자 단말기(20)에서 사용할 du 및 SEM(30)에서

사용할 ds를 비밀키 조각으로 나뉘어진다. du, ds 및 d의 관계를 살펴보면 d=du+ds이다. 즉, du 및 ds 두 개의 비밀키 조각

이 모두 있어야 원래의 서명에 사용되는 비밀키가 성립되는 것이다.

메시지에 서명을 하려고 할 때, 사용자 단말기(20)는 SEM(30)에 메시지 해쉬(hash :h) 값을 연산하여 전송한다. H를 적당

한 해쉬 함수라고 했을 때, h=H(m)이다.

그러면 SEM(30)은 먼저 사용자 단말 장치(20)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데, 인증서가 폐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SEM(30)은 연산을 수행한다. SEM(30)은 ds를 이용하여 전송된 해쉬값 h에 m에 서명하여 SEM(30) 측의

서명 값( )을 연산하여 사용자 단말 장치(20)에 전송한다.

사용자 단말 장치(20)는 SEM(30)으로부터 전송받은 PSs 및 du를 이용하여 연산한 사용자 측 서명 값

( )을 이용하여 서명 생성 및 생성된 서명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한다.

즉, 사용자 단말 장치(20)는 검증을 위한 공개키 e를 이용하여 h' ≡PSe ≡( PSs*PSu )e mod n를 연산하여 h'가 h가 동일

하다면 PS(=PSs*Psu mod n)를 유효한 서명으로 간주하고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mRSA 기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자서명 생성 및 확인 기법에서 포워드 시큐어리티(forward

security)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인증서를 폐기시켰으나, 폐기된 시점 이전인 1999년에 작성된 서류를 위

조하고자 할 때, 폐기 시점 이전에는 타당한 공개키 인증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서류의 타당성 기준을 가릴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막는 것이 포워드 시큐어리티이다.

앞서 언급한 mRSA 기법은 사용하는 비밀키 ds 및 du가 모두 노출이 되는 경우는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온 기법이 위크

포워드 시큐어(weak forward secure) mRSA 기법이다. 여기서 '위크'의 의미는 비밀키를 구성하는 ds 및 du 중 하나만 노

출되는 경우는 포워드 시큐어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SEM이 완벽한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ds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키로서 시스템을 공격하고

자하는 자가 i 시점(period)의 ds를 획득한 경우 악의를 갖고 있는 사용자와 공모한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서명을 획득할 수

있다.

결국, 일단 ds가 노출되고 나면 공격자와 사용자의 공모 하에 필요한 서명의 획득이 가능하므로 시스템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포워드 시큐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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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자 서명을 생성 및 확인함에 있어 중재자를 채용하여 전자 서명 인증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SEM의 비밀키 조각을 사용해서 생성한 부분서명값에 포워드 시큐어한 SEM의 서명을 첨가시킴으로서 전자 서명 생성 및

확인의 포워드 시큐어리티를 도모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은 (a)사용자 단말 장치의 요청에 따라 인증

기관에서 공개키 및 2종의 조각으로 구성된 임의의 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 (b)상기 생성한 비밀키 조각을 중첩되지 않게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 및 중재 서버로 발급하는 단계; 및 (c)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의 인증서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상기

중재 서버는 발급받은 비밀키 조각으로부터 생성한 제1 서명 조각 값을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d)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는 발급받은 비밀키 조각 및 임의의 값의 조합으로부터 생성한 제2 서명 조각 값과 상기 제1 서

명 조각 값을 연산하여 서명 값을 생성하는 단계; 및 (e)상기 서명 값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a)단계에서, 인증 기관에 의해 생성되는 공개키(e, wi)는, 임의의 짝수 k를 가정하고, n=p*q(p 및 q는 k/2 비트 값을

갖는 임의의 소수)을 연산하여, 의 조건하에서 1＜e,wi＜Φ(n)를 만족하는 임의의 수이

다.

여기서, i는 시간축을 소정 시간 단위로 나뉘었을 때 임의의 피리어드(period)를 의미하고, T는 전자 서명 생성 및 확인 시

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간격 시간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상기 (a)단계에서, 인증 기관에 의해 생성되는 비밀키는, (d,vi)이다.

여기서, 및 이다

인증 기관에 의해 사용자의 비밀키 조각 값(du) 및 중재자의 비밀키 조각 값(ds)이 연산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여기서, d=du+ds를 만족하고, du는 du∈Zn-{0}를 만족하는 임의의 수이며, 이다.

상기 (b)단계는, 인증 기관에 의해 첫 번째 피리어드의 사용자의 비밀키 값(d0,u) 및 첫 번째 피리어드의 중재자의 비밀키

값(d0,s)이 연산되어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 및 상기 중재 서버에 발급된다.

여기서, 및 이다.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 및 상기 중재 서버는 각각 상기 발급받은 d0,u 및 d0,s를 이용하여 i 피리어드의 사용자의 비밀키 값

(di,u) 및 i 피리어드의 중재자의 비밀키 값(di,s)를 연산한다.

여기서, 및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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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서명 조각 값은 (PTi,s(m),PSi,s(m))이고, 및

이고, 상기 제2 서명 조각 값은 PSi,u(m)이고,

이다.

여기서, 이고, h는 H(m,i)을 연산한 값이고, H는 해쉬 함수이다.

상기 제1 서명 조각 값(PTi,s(m),PSi,s(m)) 및 상기 제2 서명 조각 값(PSi,u(m))을 이용하여 상기 서명값(PSi)을 하기 식에

의해 연산한다.

상기 (e)단계는, 상기 중재서버 및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에 의해 각각 하기의 식에 표시된 h와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에

의해 연산된 h'이 일치하는 경우에 서명 값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h=H(m,i), 여기서, H는 해쉬 함수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만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을 이용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 장치(200), 인증 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100) 및 중재

서버(SEMi-trusted Party: SEM)(300)로 구성된다.

사용자 단말 장치(200)를 통하여 사용자가 인증 기관(100)에 전자 서명의 등록 신청을 하면, 인증 기관(100)은 e 및 wi로

이루어진 공개키와, d 및 vi로 이루어진 비밀키를 생성한다. 이때, d는 사용자 단말 장치(200)에서 연산되는 유저키(du) 및

중재 서버(300)에서 연산되는 셈 키(ds)인 비밀키 조각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d=du+ds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중재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 장치(200)의 비밀키 조각인 ds의 정보를 갖고 있어 사용자 단말 장치(200)의 서명

을 지원하는 Semi-trusted server를 의미한다.

인증 기관(100)은 연산한 d0,u 및 d0,s를 각각 사용자 단말 장치(200) 및 중재 서버(300)에 발급하고, 사용자 단말 장치

(200) 및 중재 서버(300)는 각각 d0,u 및 d0.s를 갖고 각 피리어드 i에서 사용할 사용자 및 중재자의 비밀키 du,i 및 ds,i를 연

산한다.

k를 짝수의 충분히 큰 수라 가정하자. 인증 기관(100)은 여러 가지 연산으로 암호키들을 생성하게 된다. 인증 기관(100)은

k/2 비트 사이즈를 가지는 두 개의 소수 p 및 q를 임의로 생성한다. 그리고, 인증 기관(100)은 n=p*q 를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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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관(100)은 의 조건하에서 1＜e,wi＜Φ(n)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수 e 및

wi를 선택한다. 여기서, i는 시간축을 일정한 시간으로 나뉘었을 때 하나의 피리어드(period)를 의미하고, T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간격 시간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인증 기관(100)은 수학식 1 및 수학식 2를 연산하여 d 및 vi를 구한다.

여기서, A=B mod C의 의미는 B를 C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임을 의미하고, Φ(n)는 양의 정수 n에 정의되는 오일러 Φ

함수(Euler's Phi Function)로서, 1부터 n까지의 양의 정수 중에 n과 서로 소인 것의 갯수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예를 들

어, 1, 2, 3, 4, 5, 6 중에 6과 서로 소인 수는 1, 5 두 개이다. 이런 경우, Φ(6)=2 라고 쓴다.

수학식 1

수학식 2

시간을 일정 시간단위로 나뉘었을 때, i 피리어드의 한 단위 전 시간을 i-1이라 하였을 때, vi 및 vi-1 양자간에는 어떤 규칙

도 없어,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알아낸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증 기관(100)은 임의의 수 du∈Zn-{0}를 선택하고, 수학식 3을 연산한다.

수학식 3

여기서, du 및 ds는 비밀키 d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d=du+ds의 관계를 갖는다. du는 사용자 단말 장치(200)에서

연산되고, ds는 중재 서버(300)에서 연산되는 비밀키 조각 값이다.

실제 i 피리어드의 사용자의 비밀키를 di,u라 하고, i 피리어드의 중재자의 비밀키를 di,s라고 한다. di,u 및 di,s의 연산을 위

해 인증 기관(100)에 의해 d0,u 및 d0,s의 연산이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인증 기관(100)에서 수행되는 d0,u 및 d0,s은 연산

은 수학식 4와 같다.

수학식 4

인증 기관(100)은 위와 같이 연산된 d0,u를 사용자 단말 장치(200)로 전송하고, 를 만족하는

d0,s및 vi를 중재 서버(300)로 전송한다.

i를 시간축을 일정한 시간으로 나뉘었을 때 피리어드(period)로 두었을 때, 사용자 단말 장치(200) 및 중재 서버(300)는

수학식 5와 같이 i 피리어드의 사용자의 비밀키 값(di,u)와 i 피리어드의 중재자의 비밀키 값(di,s)를 각각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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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0≤i≤T를 만족하고, 시간축을 일정한 시간으로 나뉘었을 때 특정 피리어드(period)를 i 라 하고, m을 사용자가 서명할 메

시지를 나타낸다고 하였을 때, 사용자 단말 장치(200)는 h=H(m,i)를 연산하고, 연산된 값을 중재 서버(300)로 전송한다.

한편, 중재 서버(300)는 먼저 사용자의 인증서 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자의 인증서가 벌써 폐기된 경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진 토큰(token) 발급을 중지한다. 토큰 발급을 하기 전에 CRL을 이용하여 폐기된 인증서인지 여부를 중재 서버

(300)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다.

중재 서버(300)은 i 피리어드의 중재자의 비밀키 값(di,s)를 연산하고, 수학식 6과 같이 i 피리어드의 중재 서버(300)을 위

한 서명키(ki,s)를 연산한다.

수학식 6

그리고, 중재 서버(300)는 토큰을 수학식 7과 같이 연산한다.

수학식 7

중재 서버(300)는 위와 같이 연산된 ( )를 사용자 단말 장치(200)로 전송한다. (

)를 서명된 토큰(signed token)이라고 하며, 이하, 제1 서명 조각 값이라 한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 장치(200)는 i 피리어드의 사용자의 비밀키 값 (di,u)를 연산한다.

한편, 사용자 단말 장치(200)는 수학식 8 을 이용하여 제2 서명 조각 값(PSi,u(m))을 구하고, 수학식 9를 연산하여 서명값

을 완성한다.

수학식 8

수학식 9

사용자 단말 장치(200)는 생성된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수학식 10을 연산하여 h'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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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0

이어, 사용자 단말 장치(200)는 h 및 h'를 비교하여, h 와 h'가 다른 경우는 문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수

학식 11을 만족하는 을 i 피리어드에서 메시지 m에 관한 서명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게 된다.

수학식 11

수학식 12

수학식 13에 따라 유효한 서명이 생성되었다면 수학식 14가 성립되는 것은 명백하다.

수학식 13

공격자(attacker)에게 i 피리어드의 사용자의 비밀키 값 (di,u) 및 i 피리어드의 중재자의 비밀키 값(di,s) 및 i 피리어드의 중

재 서버(300)을 위한 시간 키(vi)가 노출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공격자는 서명을 유추해내기 위해서 di-1,u, di-1,s 및 vi-1의 세 개의 키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vi 와 vi-1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의로 정해진 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련성도 없어 공격자가 vi-1을 유추해내는 것은 극히 어렵다.

수학식 15 및 16를 이용하여 를 연산한다 하더라도 공격자는 i-1 피리어드의 메시지 m을 위한

서명을 유추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수학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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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5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도시한 도표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사용자 단말 장치(200)를 통하여 연산되는 사용자 키에 대한 거듭제곱 연산은 위크 포워드 시큐

어리티 기법과 동일하지만, 중재 서버(300)에서 거듭제곱 연산은 두개의 토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재 서버(300)은 중앙 서버이므로, 이러한 연산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 포워드 시큐어리티를 위해 중재 서버(300)

은 T개의 비밀키 Vi를 추가로 저장하여야 한다.

사용자 단말 장치(200)를 통하여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wi를 저장한다. 그러나, wi의 사이즈는 비밀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사용자 단말 장치(200)의 작동에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 및 도 4를 참조하면, 사용자 단말 장치(200)는 인증 기관(100)에 전자 서명에 사용될 키의 생성을 요청한다(S410).

사용자 단말 장치(200)에 의한 키의 생성 요청은 인증 기관(100)에의 인증서 등록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키 생성 요청에 따라 인증 기관(100)은 e 및 wi로 이루어진 공개키와, d 및 vi로 이루어진 임의의 비밀키를 생성한

다(S420). 이 때, d는 du 및 ds 비밀키 조각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du 및 ds를 기반으로 계산된 비밀키 조각을 각각 사용자 단말 장치(200) 및 중재 서버(300)에 발급한다(S430).

한편, 중재 서버(300)에 의해 인증서 폐기 여부가 확인된다(S440). 사용자의 인증서가 폐기된 경우(S440, Y), 사용자에 의

해 요청되어진 토큰 발급이 중지된다.

그리고, 인증서가 폐기되지 않은 경우(S440, N), 중재 서버(300)는 인증 기관(100)에 의해 발급된 비밀키 조각을 이용하

여 해당 피리어드에서 사용할 비밀키 조각을 연산한 후, 수학식 7에서 연산되어 나온 서명된 토큰

( )인 제1 서명 조각 값을 연산하여 사용자 단말 장치(200)로 전송한다(S450).

사용자 단말 장치(200)는 수학식 8을 연산하여 제2 서명 조각 값을 연산하고 수학식 9를 연산하여 서명값을 완성한다

(S460).

사용자 단말 장치(200)는 생성된 서명값을 검증하기 위해 수학식 10을 연산하여 h'을 구하고, 연산된 h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한다(S470).

사용자 단말 장치(200)를 통하여 서명을 검증하는 검증자는 h' 및 h가 동일한 경우, 유효한 서명 값으로서

를 받아들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공격자와 사용자의 공모가 있거나, 복수의 사용자가 공모하는 등의 상황에서 임의로 선택된 비밀

키 조각을 비밀키에 포함시킴으로써 포워드 시큐어리티를 포함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등록특허 10-0635280

- 9 -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은 중재자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서명을

관리 및 인증할 뿐만 아니라, 비밀키를 구성하는 비밀키 조각에 임의의 수로서 선택된 키를 포함시킴으로서 포워드 시큐리

어티를 도모하여 문서의 위조 등을 방지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

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

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

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사용자 단말 장치의 요청에 따라 인증 기관에서 공개키 및 2종의 조각으로 구성된 임의의 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

(b)상기 생성한 비밀키 조각을 중첩되지 않게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 및 중재 서버로 발급하는 단계; 및

(c)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의 인증서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상기 중재 서버는 발급받은 비밀키 조각으로부터 생성한 제1 서

명 조각 값을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d)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는 발급받은 비밀키 조각 및 임의의 값의 조합으로부터 생성한 제2 서명 조각 값과 상기 제1 서

명 조각 값을 연산하여 서명 값을 생성하는 단계; 및

(e)상기 서명 값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인증 기관에 의해 생성되는 공개키(e, wi)는,

임의의 짝수 k를 가정하고, n=p*q(p 및 q는 k/2 비트 값을 갖는 임의의 소수)을 연산하여,

의 조건하에서 1＜e,wi＜Φ(n)를 만족하는 임의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

을 이용한 보안 방법.

여기서, i는 시간축을 소정 시간 단위로 나뉘었을 때 임의의 피리어드(period)를 의미하고, T는 전자 서명 생성 및 확인 시

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간격 시간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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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인증 기관에 의해 생성되는 비밀키는, (d,vi)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

여기서, 및 이다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인증 기관에 의해 사용자의 비밀키 조각 값(du) 및 중재자의 비밀키 조각 값(ds)이 연산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을 위한 보안 방법.

여기서, d=du+ds를 만족하고, du는 du∈Zn-{0}를 만족하는 임의의 수이며, 이다.

청구항 6.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인증 기관에 의해 첫 번째 피리어드의 사용자의 비밀키 값(d0,u) 및 첫 번째 피리어드의 중재자의 비밀키 값(d0,s)이 연산되

어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 및 상기 중재 서버에 발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을 위한 보안 방법.

여기서, 및 이다.

청구항 7.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 및 상기 중재 서버는 각각 상기 발급받은 d0,u 및 d0,s를 이용하여 i 피리어드의 사용자의 비밀키 값

(di,u) 및 i 피리어드의 중재자의 비밀키 값(di,s)를 연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을 위한 보안 방법.

여기서, 및 이다.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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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서명 조각 값은 (PTi,s(m),PSi,s(m))이고, 및

이고,

상기 제2 서명 조각 값은 PSi,u(m)이고,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

을 이용한 보안 방법.

여기서, 이고, h는 H(m,i)을 연산한 값이고, H는 해쉬 함수이다.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서명 조각 값(PTi,s(m),PSi,s(m)) 및 상기 제2 서명 조각 값(PSi,u(m))을 이용하여 상기 서명값(PSi)을 하기 식에

의해 연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상기 중재서버 및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에 의해 각각 하기의 식에 표시된 h와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에 의해 연산된 h'이

일치하는 경우에 서명 값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서명을 이용한 보안 방법.

h=H(m,i), 여기서, H는 해쉬 함수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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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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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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