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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난수 열을 생성하는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 의해 미리 난수 열을 생성하고, 난수 열 기억부(버퍼)에 기억해 둔다. 데

이터(메시지)가 입력된 경우에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한 난수 열을 획득하고, 배타적 논리합 연산 회로에서 데이터(메

시지)를 암호화하여 암호문을 작성한다. 데이터를 복호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서, 미리 난수 열을 발

생하여 난수 열 기억부(버퍼)에 기억해 둔다. 암호문이 입력된 경우에, 배타적 논리합 연산 회로에서 난수 열 기억부(

버퍼)로부터 난수 열을 판독하여 데이터(메시지)로 복호화한다.

대표도

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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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 전화기 등의 암호화 장치, 복호화 장치, 완전성 인증자 생성 장치, 완전성 인증자 부가 장치, 완전성 확

인 장치 및 무선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의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도 24는 종래의 휴대 전화기(500)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종래의 휴대 전화기(500)에는 단말 IF(인터페이스)부(510)와 무선 통신 제어부(520)와 무선 통신부(530)가 구비되어

있다. 단말 IF부(510)는 휴대 전화기(500)의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행하는 부분이다. 무선 통신 제어부(520)는 휴

대 전화기(500) 전체의 통신 제어와 프로토콜에 기초한 데이터의 변환과 데이터 처리를 행하는 부분이다. 무선 통신

부(530)는 데이터를 변조 복조하여,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무선 통신부(530)는 OSI(Open Systems I

nterconnection)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7계층의 층 중, 최하층인 물리층(층 1)를 서포트하고 있는 부분이다. 무선 통

신부(530)에는 은닉 처리부(540)가 제공되어 있다. 은닉 처리부(540)는 무선 통신부(530)에 의해 취급되는 물리층의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화 처리, 혹은 복호화 처리를 행하는 부분이다. 은닉 처리부(540)를 제공함으로써 안테나(541)

에 의해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도청하여도 암호화되어 있 으므로, 해독되지 않는 한은 도청자가 유의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종래의 휴대 전화기(500)는 은닉 처리부(540)를 무선 통신부(530)의 내부에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은닉 처리부(540)

가 은닉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물리층(층 1)의 데이터이다. 물리층에서는, 그 데이터가 사용자 데이터인지 제어 데

이터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휴대 전화기에 의해 송수신되는 데이터 중에는 각종 사용자 데이터 및 시그널링 데이터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데이터 종류에 따라 은닉 처리를 행하거나, 혹은 그 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라 데이터의 완전

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구성과 같이, 은닉 처리부(540)가 층 1에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는, 층 1에서는 데이

터의 종별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종별에 따라 은닉 처리나 완전성의 보증을 한다고 할 수 없었다.

또한, 종래의 은닉 처리는 데이터의 입력에 동기시켜 난수 열을 발생시키고, 데이터의 입력에 동기시켜 데이터와 난수

열과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행하고 있었다.

또한, 종래의 완전성 보증 처리는 각 데이터마다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하거나, 각 데이터마다 데이터의 완전성을 체

크하고 있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는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를 고속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는 OSI의 7개의 계층 중, 층 2(데이터 링크층) 이상의 상위 층에서 은닉 처리

와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는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가 중앙 처리 장치와 버스에 부하를 주지 않

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에 따른 암호화 장치는 난수 열을 생성하는 암호화기와,

상기 암호화기에 의해 생성된 난수 열을 기억하는 난수 열 기억부와,

평문을 입력하고, 입력한 평문과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된 난수 열을 연산하여 암호문을 출력하는 연산부를 포

함하며,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의해 난수 열을 미리 기억함으로써, 상기 암호화기에 의한 난수 열의 생성과, 상기 연산부에 

의한 평문과 난수 열과의 연산을 비동기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암호화기는 상기 연산부의 평문의 입력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암호화기는 적어도 암호키와 평문의 길이를 입력하고, 암호키를 이용하여 평문 길이의 난수 열을 생성하여 생성

한 난수 열을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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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난수 열 기억부는 연산부에 평문이 입력된 경우에, 기억한 난수 열을 출력하는 버퍼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연산부는 복수의 채널에 대응하여, 평문을 입력하고,

상기 암호화기는 채널을 식별하는 채널 식별 정보를 입력하여, 채널마다 난 수 열을 생성하며,

상기 난수 열 기억부는 상기 암호화기가 채널마다 생성한 난수 열을 기억하고,

상기 연산부는 평문을 입력한 채널에 대응하는 난수 열을 상기 난수 열 기억부로부터 입력하여, 평문을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복호화 장치는 난수 열을 생성하는 복호화기와,

상기 복호화기에 의해 생성된 난수 열을 기억하는 난수 열 기억부와,

암호문을 입력하며, 입력한 암호문과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된 난수 열을 연산하여 평문을 출력하는 연산부를 

포함하며,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의해 난수 열을 미리 기억함으로써, 상기 복호화기에 의한 난수 열의 생성과, 상기 연산부에 

의한 암호문과 난수 열과의 연산을 비동기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호화기는 상기 연산부의 암호문의 입력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호화기는 적어도 복호키와 암호문의 길이를 입력하고, 복호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의 길이의 난수 열을 생성하

여 생성한 난수 열을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시키며,

상기 난수 열 기억부는 연산부에 암호문이 입력된 경우에, 기억한 난수 열을 출력하는 버퍼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연산부는 복수의 채널에 대응하여, 암호문을 입력하며,

상기 복호화기는 채널을 식별하는 채널 식별 정보를 입력하여, 채널마다 난수 열을 생성하고,

상기 난수 열 기억부는 상기 복호화기가 채널마다 생성한 난수 열을 기억하며,

상기 연산부는 암호문을 입력한 채널에 대응하는 난수 열을 상기 난수 열 기억부로부터 입력하여, 암호문을 복호화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완전성 인증자 생성 장치는 X(X≥2)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억하는 데

이터 기억부와,

상기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

성 인증자를 생성하며,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완전성 인증자 생성 장치는 버스를 통해, 중앙 처리 장치와 접속되며,

상기 데이터 기억부는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버스를 통해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통합하여 입력

하고,

상기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는 생성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버스를 통해 중앙 처리 장치로 통합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완전성 인증자 부가 장치는 X(X≥2)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억하는 데

이터 기억부와,

상기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

성 인증자를 생성하며, X개의 완전성 인증 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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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가 통합하여 출력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입력하여,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X개의 데이

터에 부가하고, X개의 완전성 인증자가 부가된 X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완전성 확인 장치는 X(X≥2)개의 완전성 인증자가 부가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억하는 데이터 기억부와,

상기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

성 인증자를 생성하며,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와,

상기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가 통합하여 출력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입력하고, 입력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와 상

기 X개의 데이터에 부가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각각 비교하여, X개의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완전성 확인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말 인터페이스부와,

단말 인터페이스부가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하며,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무선 통신 제어

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하며, 입력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데

이터를 암호화하는 은닉 처리를 행하고, 처리한 데이터를 무선 통신 제어부에 출력하는 은닉 처리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조하여 송신하는 무선 통신부

를 포함하며,

상기 은닉 처리부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난수 열의 생성을 데이터의 입력 전에 개시하여 생성한 난수 열을 출력하는 암호화기와,

암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난수 열을 데이터의 입력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난수 열 기억부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와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된 난수 열을 연산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연산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말 인터페이스부와,

단말 인터페이스부가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하며,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무선 통신 제어

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하며, 입력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데

이터의 개찬(改竄)을 검출하기 위한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하는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하고, 처리한 데이터를 무선 통

신 제어부에 출력하는 완전성 보증 처리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조하여 송신하는 무선 통신부

를 포함하며,

상기 완전성 보증 처리부는,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복수 통합하여 입력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기억부와,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복수의 데이터에 대하여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하여 복수의 완전성 인

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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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무선 통신부와,

무선 통신부에 의해 복조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무선 통신 제어부

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데

이터를 복호화하는 은닉 처리를 행하며, 처리한 데이터를 무선 통신 제어부에 출력하는 은닉 처리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단말 인터페이스부

를 포함하며,

상기 은닉 처리부는

입력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난수 열을 데이터의 입력 전에 생성하여 출력하는 복호화기와,

복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난수 열을 데이터의 입력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난수 열 기억부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와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된 난수 열을 연산하여 평문을 출력하는 연산부

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무선 통신부와,

무선 통신부에 의해 복조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무선 통신 제어부

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하며, 입력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데

이터의 개찬을 검증하는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하고, 처리한 데이터를 무선 통신 제어부에 출력하는 완전성 보증 처

리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단말 인터페이스부

를 포함하며,

상기 완전성 보증 처리부는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복수 통합하여 입력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기억부와,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복수의 데이터에 대하여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하여 복수의 완전성 인

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암호화 방법은 평문을 입력하기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고, 생성한 난수 열을 미리 난수 열 기

억부에 기억하며,

난수 열 생성의 개시 후에 평문을 입력하고, 입력한 평문과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미리 기억한 난수 열을 연산하여 

암호문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복호화 방법은 암호문을 입력하기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고, 생성한 난수 열을 미리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하며,

난수 열 생성의 개시 후에 암호문을 입력하고, 입력한 암호문과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미리 기억한 난수 열을 연산하

여 평문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완전성 인증자 생성 방법은 X(X≥2)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 기억

부에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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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

성 인증자를 생성하고,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체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무선 제어국(RNC)(120)의 구성도.

도 3은 제1 실시 형태의 무선 단말(MS)(100)의 구성도.

도 4는 제1 실시 형태의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5는 제1 실시 형태의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6은 제1 실시 형태의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7은 제1 실시 형태의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8은 제1 실시 형태의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9는 제2 실시 형태의 무선 단말(MS)(100)의 구성도.

도 10은 제2 실시 형태의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11은 제2 실시 형태의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12는 암호화 방식 및 복호화 방식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제2 실시 형태의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14는 ARIB STD-T63 33. 102, 3G Security ; Security Architecture, Section 6.3.에 나타낸 도면.

도 15는 ARIB STD-T63 33. 102, 3G Security ; Security Architecture, Figure 16b에 나타낸 도면.

도 16은 ARIB STD-T63 33. 102, 3G Security ; Security Architecture, Figure 16에 나타낸 도면.

도 17은 암호화/복호화부(421)의 중에서 이용되는 암호화 모듈(51)(또는 복호화 모듈(71))의 구성도.

도 18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실장 형식을 나타내는 도면.

도 19는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를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무선 통신 제어부(20)에 의해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6)이 암호화 프로그램(47)을 호출하는 메카

니즘을 나타내는 도면.

도 21은 RLC 비투과 모드일 때의 데이터(92, 93)의 구체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2는 투과 데이터(95, 96)의 일례로서 음성 데이터의 구체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3은 투과 데이터(95, 96)의 일례로서 비제한 디지털 데이터의 구체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4는 종래의 휴대 전화기(500)를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제3 실시 형태의 은닉 처리의 암호화 방식 및 복호화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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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은 제3 실시 형태의 완전성 보증 처리부의 완전성 인증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

도 27은 제3 실시 형태의 무선 통신 제어부(2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

도 28은 제3 실시 형태의 은닉 처리부(420)의 구성도.

도 29는 제3 실시 형태의 은닉 처리부(420)의 구성도.

도 30은 제3 실시 형태의 은닉 처리부(460)의 구성도.

도 31은 제3 실시 형태의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의 구성도.

도 32는 제3 실시 형태의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의 구성도.

도 33은 제3 실시 형태의 암호화부(422)가 복수의 버퍼를 갖는 구성도.

도 34는 제3 실시 형태의 암호화부(422)가 복수의 버퍼를 갖는 구성도.

도 35는 제3 실시 형태의 암호화부(422)가 복수의 버퍼를 갖는 구성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제1 실시 형태>

도 1은 이 실시 형태의 이동체 통신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무선 단말(MS)(100)은 본 발명의 무선 통신 장치의 일례이다. 무선 단말(MS)(100)은 예를 들면, 휴대 전화기이다. 무

선 단말(MS)(100)은 무선으로 무선 기지국(BTS)(110)과 접속된다. 무선 기지국(BTS)(110)은 무선 제어국(RNC)(1

20)과 접속된다. 무선 제어국(RNC)(120)은 다른 무선 제어국(RNC)(120)과 접속된다. 또한, 무선 제어국(RNC)(120)

은 코어 네트워크(CN)(130)에 접속되며, 코어 네트워크(CN)(130)를 통해 다른 무선 제어국(RNC)(120)과 접속된다. 

무선 기지국(BTS)(110)과 무선 제어국(RNC)(120)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무선국이라고도 한다.

도 2는 도 1과 동일한 이동체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특히, 무선 제어국(RNC)(120)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고 있

다.

BTS IF부(121)는 무선 기지국(BTS)(110)을 접속한다. 핸드 오버 제어부(122)는 무선 기지국(BTS)(110) 사이를 무

선 단말(MS)(100)이 이동하는 경우의 핸드 오버를 제어한다.

대(對) MS 신호 제어부(123)는 무선 단말(MS)(100)과의 사이에서의 무선 통신 제어 및 데이터의 은닉 처리 및 완전

성 보증 처리를 행한다. 이하에 설명하는 무선 단말기(MS)(100)의 은닉 처리 및 완전성 보증 처리는 대 MS 신호 제

어부(123)의 은닉 처리 및 완전성 보증 처리에 대응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즉, 무선 단말(MS)(100)에서 암호화된 데

이터는 대 MS 신호 제어부(123)에서 복호화된다. 반대로, 대 MS 신호 제어부(123)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는 무선 단

말(MS)(100)에서 복호화된다. 또한, 무선 단말(MS)(100)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부가된 인증자는 대 

MS 신호 제어부(123)에서 검증된다. 반대로, 대 MS 신호 제어부(123)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부가된

인증자는 무선 단말(MS)(100)에서 검증된다. 이 무선 단말(MS)(100)과 대 MS 신호 제어부(123)에서의 데이터의 은

닉 처리 및 데이터의 완전성 보증 처리는 OSI의 7개의 계층 중 2번째의 층, 즉, 층 2(데이터 링크층)에서 행해진다. C

N IF부(124)는 코어 네트워크(CN)(130)와의 인터페이스를 취한다.

RNC IF부(125)는 다른 무선 제어국(RNC)(120)과의 인터페이스를 취한다. 대 CN 신호 제어부(126)는 코어 네트워

크(CN)(130)와의 사이에서의 제어를 행한다. 대 RNC 신호 제어부(127)는 다른 무선 제어국(RNC)(120)과의 사이에

서 제어를 행한다. 제어부(128)는 무선 제어국(RNC)(120) 전체를 제어한다. 스위치(129)는 제어부(128)의 제어에 

기초하여, 무선 기지국(BTS)(110)과 무선 제어국(RNC)(120)과 코어 네트워크(CN)(130)와의 사이에서 제어 신호 및

패킷 데이터를 스위칭한다. 즉, 스위치(129)는 패킷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등을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를 스위칭함

과 함께, 제어 신호도 스위칭한다.

도 3은 무선 단말(MS)(100)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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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단말(MS)(100)은 단말 IF부(10)와 무선 통신 제어부(20)와 무선 통신부(3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를

갖고 있다. 단말 IF부(10)는 카메라(1)와 비디오(2)와 B/T(Blue Tooth)(3)와 LCD(4)와 KEY(5)와 LED(6)와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7)과 RECEIVER(8)와 MIC(9)와 HSJ(Head Set Jack)(0)를 접속하고 있다.

이들 카메라(1)로부터 HSJ(0)는 사용자(사람) 혹은 접속 대상이 되는 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처리를 행하여, 사

용자(사람) 혹은 접속 대상이 되는 기기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것이다.

단말 IF부(10)는 내부에 각 모듈 IF부(11)와 데이터 포맷 변환부(12)와 단말 IF 제어부(13)와 음성 부호화/복호화부(

14)를 갖고 있다. 각 모듈 IF부(11)는 카메라(1)로부터 HSJ(0)와의 각 인터페이스를 취한다. 데이터 포맷 변환부(12)

는 카메라(1) 내지 HSJ(0)에서 취급하는 각 데이터 포맷과 무선 단말(MS)(100) 내부에서 취급하는 각 데이터 포맷과

의 사이에서의 변환을 행한다. 단말 IF 제어부(13)는 단말 IF부(10)의 동작을 제어한다. 음성 부호화/복호화부(14)는 

MIC(9)로부터 입력된 음성 전기 신호를 음성 부호화한다. 또한, 음성 부호화/복호화부(14)는 음성 부호화된 신호를 

복호하여 RECEIVER(8)에 대하여 음성 전기 신호를 출력한다.

무선 통신 제어부(20)는 무선 단말(MS)(100)의 전체 제어를 행한다. 무선 통신 제어부(20)에는 CPU, ROM, RAM, 

펌웨어 등으로 이루어지는 하드웨어 회로, 혹은 소프트웨어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무선 통신 제어부(20)는 단말 IF부

(10)와 무선 통신부(30)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며, 규격 혹은 프로토콜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기초하

여 데이터의 변환 처리를 행한다. 특히, 층 2 이상의 처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의 패킷화나 데이터의 연결 등

을 행한다. 무선 통신 제어부(20)는 층 2 이상의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종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별에 따라, 그 데이터가 은닉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인지, 또는 완전성 보증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층 1의 데이터에서는 데이터의 종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은닉 처리되어야 할 데이

터인지, 또는 완전성 보증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무선 통신부(30)는 통신로 부호화부(310)와 기저 대역 변복조부(320)와 무선부(330)와 안테나(34)를 포함하고 있다.

통신로 부호화부(310)는 각 통신로용의 부호화부와 복호화부를 갖고 있다. 부호화부로서, 에러 검출 부호화부(311)

와 에러 정정 부호화부(312)와 물리 포맷 변환부(313)를 갖고 있다. 또한, 복호화부로서 물리 포맷 변환부(314), 에러

정정 복호화부(315), 에러 검출부(316)를 갖고 있다. 기저 대역 변복조부(320)는 대역의 변조 및 복조를 행한다. 기저

대역 변복조부(320)는 기저 대역 변조부(321)와 기저 대역 복조부(322)를 갖고 있다. 무선부(330)는 기저 대역의 신

호를 전송 대역으로 변환 혹은 전송 대역의 신호를 기저 대역으로 변환한다. 무선부(330)는 업 컨버터(331)와 다운 

컨버터(332)를 갖고 있다.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무선 통신 제어부(20)에 접속되어 있다.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무선 통신

제어부(20)로부터 데이터를 수취하여, 은닉 처리를 행한다. 또한, 데이터의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한다.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무선 통신 제어부(20)로부터 은닉 및 완전성 보증 처리를 위한 제어 신호(91)를 입력한다. 또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무선 통신 제어부(20)로부터 층 2 이상의 임의의 계층에서의 은닉 처리의 대상이 되

는 데이터 및/또는 완전성 보증 처리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92)를 입력한다.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입력한 

제어 신호(91)에 기초하여 데이터(92)에 대하여 은닉 처리 및/또는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하고, 무선 통신 제어부(20)

에 출력한다. 제어 신호(91) 중에는 키나 초기값이나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와의 선택 등의 파라미터가 포함되

어 있다.

도 4는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이다.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IF부(410)와 1개의 모듈(411)을 갖고 있다. 모듈(411)은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를 1개의 동일한 회로 또는 1개의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행하는 것이다. 은닉 처리를 행할지,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할지는 제어 신호(91)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은닉 처리란 데이터를 암호화, 혹은 복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완전성 보증 처리란 데이터의 개찬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하여 인증자를 부가하는 처리, 혹은 인증자를 재생하여 비교함으로써 데이터의 개찬 유무

를 판정하는 처리를 의미한다.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는 동일한 회로 또는 동일한 알고리즘, 혹은 유사한 회로 또는 유사한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를 1개의 모듈(411)로 행하는 것이

가 능하다. 도 4에 도시한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원 및 소프트웨어 자원의 삭감이 가능하다. 이하, 모듈이란 하드웨어

만으로 실현되는 것, 소프트웨어만으로 실현되는 것,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조합에 의해 실현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여기서, 휴대 전화기에 이용되는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의 구체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4는 ARIB STD-T63 33. 102, 3G Security ; Security Architecture, Section 6.3.에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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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ARIB STD-T63 33.102,3G Security ; Security Architecture, Figure 16b에 나타낸 도면이다.

도 16은 ARIB STD-T63 33. 102, 3G Security ; Security Architecture, Figure 16에 나타낸 도면이다.

도 14는 무선 회선 상에서의 암호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도 14에서, 기호의 의미는 이하와 같다.

CK : cipher key(암호키)

F8: 데이터 은닉용 함수

IK : integrity key(메시지 인증키)

F9: 데이터 완전성용 함수

휴대 전화 사업자는 f1∼f5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인증 처리를 실현하고 있다. 이 처리 중에서 생성된 CK와 IK라 부

르는 128 비트의 암호키를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과 데이터 완전성용 함수 f9로 전송하고 있다.

도 15는 무선 회선 상에서의 암호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도 15에서 기호의 의미는 이하와 같다.

f8 : 데이터 은닉용 함수

CK : cipher key(암호키)

MESSAGE : 사용자 데이터 및 신호 정보 등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암호화 이전의 평문

COUNT-C : 송수신의 통산 횟수를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 송수신 시마다 1을 가산한다.

BEARER :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비트

DIRECTION : 암호문의 송신 방향을 구별하기 위한 비트

LENGTH : MESSAGE 혹은 암호문의 비트 길이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 의해 작성된 난수 열을 기초로 데이터 암호화/복호화를 행한다.

도 16은 메시지 인증자 생성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도 16에서 기호의 의미는 이하와 같다.

f9 : 데이터 완전성용 함수

IK : integrity key(메시지 인증키)

COUNT-I : 송수신의 통산 횟수를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 송수신 시마다 1을 가산한다.

MESSAGE : 사용자 데이터 및 신호 정보 등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고자 하 는 암호화 이전의 평문

DIRECTION : 암호문의 송신 방향을 구별하기 위한 비트

FRESH : 사용자마다 생성하는 난수

MAC-I : message authentication code for integrity(송신자가 계산하는 메시지 인증자)

XMAC-I : expect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for integrity(수신자가 계산하는 메시지 인증자)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신자측에서 2개의 메시지 인증자를 비교함으로써 데이터의 완전성을 체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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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 내에서 단말과 네트워크 간의 암호화 통신을 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교환하기 전에 양자 간에서 한

쪽이 상대를 정당하거나, 혹은 쌍방이 통신 상대로서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인증(authentication) 등의 처리가 필요해

진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련의 인증 처리에서 단말과 네트워크의 쌍방은 함수 f1∼f5라 하는 5개의 함수를 사용

한다. 이 함수는 인증과 병행하여 단말과 네트워크의 양방에, 각각 128 비트의 암호키(CK=cipher key)와 메시지 인

증키(IK=integrity key)를 생성한다.

이들 2개의 키는 서로 인증한 단말과 네트워크만이 동일한 것을 가질 수 있어서, 후술하는 f8과 f9와의 2개의 함수 내

에서 사용된다. 이들 2개의 키는 통신마다 다르며, 더구나 이들 사이의 규칙성은 없다. 그리고, 통신이 종료된 시점에 

서 폐기된다.

또, 이 인증에 필요한 처리의 메카니즘(프로토콜)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인증 처리에서 이용되는 f1∼f5의 함수는 표

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오퍼레이터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증 처리가 완료한 후에는 은닉 처리에 이용되는 데이터 은닉(data confidentiality) 기술과 완전성 보증 처리에 이

용되는 데이터 완전성 (data integrity) 기술에 의해, 데이터의 시큐러티를 유지하고 있다.

첫번째의 데이터 은닉 기술은,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음성을 포함하는 사용자 데이터나 신호 정보를 암호화하여, 도

청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이 데이터 은닉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은닉용 함수(이하, f8이라 함) 등의 함수를 사용한

다.

도 15에 도시한 데이터를 은닉하여 교환하는 경우, 송신자는 인증 시에 생성한 암호키(CK)를 사용한다. 또한, f8에는

CK 외에, 암호화/복호화 대상 데이터의 비트 길이(LENGTH), 업/다운 링크(DIRECTION), 카운터(COUNT-C), 논리

채널 식별자(BEARER)를 입력함으로써 난수 열이 생성된다.

여기서, 업/다운 링크란 암호문이 단말로부터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것인지, 혹은 기지국으로부터 단말로 송신되는 것

인지를 구별하는 비트를 말한다. 또한, 카운터란 송수신의 통산 횟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카운터에는 송수신 시마

다 정해진 값을 가산한다. 카운터는 과거에 보내진 암호문을 후에 보내버리는 공격(attack)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된

다. 또한, 논리 채널의 식별자란 암호화를 행하는 논리 채널을 식별하는 비트이다.

생성된 난수 열과 암호화하고자 하는 데이터/신호 정보와의 배타적 논리합을 취하여 암호문을 생성하고, 수신자에게 

송신한다.

CK 이외의 파라미터는 송신자로부터 암호화하지 않고 수신자에게 송부한다. 단, CK만은 인증 처리의 과정에서 수신

자측에서도 동일한 것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송신할 필요가 없다.

CK 이외의 파라미터가 제삼자에 전송되었다고 하여도, CK가 비밀이면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한 난수 열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메시지의 안전성은 유지된다.

수신자측은 전송된 파라미터와 미리 가지고 있었던 CK를 사용하여 난수 열을 생성하고, 전송된 암호문과 배타적 논

리합을 취하여 원래의 메시지를 복호한다.

이것은 ISO/IEC10116에 의해 정의된 블록 암호의 이용 모드의 하나인 OFB(output feedback) 모드의 변형이다. OF

B 모드는 암호문에 전송노 상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혼입되어도, 복호 시점에서 그 노이즈 부분을 확대하지 않기 때문

에, 특히 무선 음성 통신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2번째의 데이터 완전성 기술은, 무선 회선 상의 신호 정보에 메시지 인증자(완전성 인증자)를 부가함으로써 신호의 

정보의 개찬 유무를 검출하는 기술이다. 메시지 인증 기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 완전성을 실현하기 위해, 데

이터 완전성용 함수(이하, f9라 함)를 이용한다. 이 f9의 코어 부분에도 f8과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이 이용되고 있다.

먼저, 인증 시에 메시지 인증키 생성 함수 f4를 사용하여 메시지 인증키(lK) 를 생성하고, f9로 넘어간다. 도 16에 도

시한 바와 같이, f9에 메시지 인증키 이외의, 데이터(MESSAGE), 업/다운 링크(DIRECTION), 카운터(COUNT-C), 

사용자마다 생성하는 난수(FRESH)를 입력하면, 메시지 인증자(MAC-I 또는 XMAC-I)가 생성된다.

이들 파라미터도 송신자로부터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포맷 에리어를 사용하여 수신자에게 전송된다. 이들 파라미

터가 제삼자에게 획득되더라도, 메시지 인증키(IK)가 비밀이면, 안전성이 유지되는 것은 데이터의 은닉인 경우와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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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자는 이 메시지 인증자(MAC-I)를 데이터에 부가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한다. 수신자는 마찬가지로, f9를 사용하

여 메시지 인증자(XMAC-I)를 계산한다. MAC-I와 XMAC-I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개찬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 개찬이 있었다고 검출된 경우의 처리의 일례로서,

(1) 상대에게 재송신을 요구하여, 재차 수신된 메시지 인증자가 정당한지를 확인한다.

(2) 계속해서 여러번 개찬이 있었다고 검출된 경우에는 접속을 절단하는 등의 대응을 취한다.

3Gpp 사양(상세는 http://www.3gpp.org/About_3GPP/3gpp.htm을 참조할 것)에 의하면, 암호화/복호화 모듈은 도 

15와 같이, 입력된 평문(암호화되는 데이터)을 암호문(암호화된 데이터)으로 암호화하여 출력하는 기능, 또한, 암호문

을 평문으로 복호화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3Gpp 사양에 기초한다고 하면, 도 3의 제어 신호(91)의 구체예는 

상기 COUNT/BERARER/DIRECTION/CK/LENGTH가 해당된다.

또한, 도 3의 데이터(92, 93)의 구체예로서는 예를 들면, 도 21에 도시한 바 와 같이, 「MACSDU」또는「RLCPDU(

data part)」로 된다. 여기서, 「RLCPDU(data part)」란 RLCPDU의 상위 1 Oct 혹은 2 Oct(1 바이트 혹은 2 바이

트)를 삭제한 부분(도 21의「DATA FOR CIPHERING」의 부분)으로 된다. 「MACSDU」또는「RLCPDU(data part

)」는 도 15의 MESSAGE의 일례이다. 또한, MACSDU는 Media Access Control Service Data Unit을 말한다. RLC

PDU는 Radio Link Control Protocol Data Unit을 말한다. 메시지 흐름의 각 메시지는 RLC 헤더 삭제 이후, 층 3에

서 RLCPDU로부터 조립된 것으로 된다.

RLCPDU에서, 1 Oct 혹은 2 Oct의 은닉 대상 이외의 부분이 존재하지만, RLCPDU 모두를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

부(40)에 입력하여,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에서, 1 Oct 혹은 2 Oct 은닉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

는 은닉 처리를 행하는 모든 데이터 단위(RLCPDU)로부터 1 Oct 혹은 2 Oct의 은닉 대상 이외의 부분을 제거하기 위

해, 1 Oct 혹은 2 Oct의 시프트 처리를 무선 통신 제어부(20)에서 실행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무선 통신 제어부(20)의 

부하를 저감하기 위해서이다.

도 5는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에서 특징이 되는 점은 은닉 처리부(420)와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를 개별적으로 제공한 점이다. 은닉 처리부(

420)의 내부에는 암호화/복호화부(421)가 제공되어 있다.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의 내부에는 완전성 인증자 부가/

완전성 확인부(431)가 제공되어 있다. 암호화/복호화부(421)는 암호화와 복호화를 1개의 동일한 모듈을 이용하여 행

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완전성 인증자 부가/완전 성 확인부(431)는 완전성 인증자의 부가와 완전성의 확인을 1

개의 동일한 모듈로 행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도 5에 도시한 경우에는, 암호화와 복호화가 동일한 함수이었던 경

우 및 완전성 증자 부가와 완전 확인이 동일한 함수이었던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구성이다. 도 5에 도시한 경우에는, 도

6에 도시한 경우에 비해, 하드웨어 자원 및 소프트웨어 자원의 삭감이 가능하다.

도 6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다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의 특징은 은닉 처리부(420)에서, 암호화부(422)와 복호화부(423)를 개별적으로 제공한 점이다. 또한, 완전성 보

증 처리부(430)에서,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와 완전성 확인부(433)를 개별적으로 제공한 점이다. 도 6에 도시한 

경우에는, 암호화와 복호화가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함수이었던 경우 및 완전성 인증자 부가와 완전성 확인이 동일하

거나 또는 다른 함수이었던 경우에 취하는 구성이다. 도 6의 경우에는, 암호화, 복호화, 완전성 인증자, 부가 완전성 

확인을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동시에 병렬로 은닉 처리, 혹은 완전성 보증 처리되기 때

문에, 처리의 고속화가 가능하다.

도 7은 은닉 처리부(420)에서, 복수의 암호화부(422)와 복수의 복호화부(423)를 제공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에서, 복수의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와 복수의 완전성 확인부(433)를 제공한 경우를 나

타내고 있다. 무선 단말(MS)(100)이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복수의 채널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

다. 예를 들면, 음성과 팩시밀리 데이터의 2 종류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도록 한 경우에는, 적어도 2 채널의 데이

터가 동시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성 데이터를 암호화부(1)에서 암호화하여, 팩시밀리 데이터를 

암호화부(2)에서 암호화할 수 있다.

또한, 복호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복수 채널의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다. 암호화부(422)와 복호화부(423)와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와 완전성 확인부(433)의 수(도 7에서는 n개)는 전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무선 단말(MS)(100)

에서 동시에 처리해야 할 채널 수에 따라 각 부분의 수를 결정하면 된다. 혹은, 각 채널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 임의

의 1개의 채널에 대량 데이터의 고속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경우에, 그 1개의 채널에 할당된 대량 데이터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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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암호화부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도 상관없다. 즉, 암호화부(422)와 복호화부(423)와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

2)와 완전성 확인부(433)의 각부의 수는 동시에 처리해야 할 채널의 수 및/또는 데이터량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또한, 암호화부(422)의 최대수와 복호화부(423)의 최대수는 달라도 된다.

또한,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의 최대수와 완전성 확인부(433)의 최대수는 달라도 된다.

도 8은 은닉 처리부(420)에 복수의 암호화/복호화부(421)를 제공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완전성 보증 처리부

(430)에 복수의 완전성 인증자 부가/완전성 확인부(431)를 제공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도 8은 도 5에 도시한 암호화/복호화부(421)와 완전성 인증자 부가/완전성 확인부(431)를 복수로 한 것이다. 도 8에 

도시한 경우에는, 암호화와 복호화가 동일한 함수이었던 경우에, 복수의 채널에 대응하여 복수의 암호화/복호화부(42

1)를 제공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완전성 인증자 부가와 완전성 확인이 동일한 함수이었던 경우에, 복

수의 채널에 대응하여 완전성 인증자 부가/완전성 확인부(431)를 복수 제공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도 8의 경우에

는, 도 7의 경우에 비해 하드웨어 자원 및 소프트웨어 자원의 삭감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4 내지 도 8에서는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가 은닉 처리부(420)와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를 양쪽 다 포

함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었지만,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가 은닉 처리부(420) 또는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

중 어느 한 쪽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어도 된다.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가 은닉 처리부(420) 또는 완전성 보

증 처리부(430) 중 한쪽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의 처리는 무선 통신 제어부(20)가 행하면 된다.

<제2 실시 형태>

도 9는 무선 단말(MS)(100)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9가 도 3과 다른 점은 단말 IF부(1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와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이 행해지는 

점이다. 또한, 무선 통신부(3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와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이 행해지는 점이다. 

도 9에서, 비투과 데이터(97)는 패킷 데이터 등의 비투과 데이터이다. 또한, 투과 데이터(95, 96)는 음성 데이터나 비

제한 디지털 데이터 등의 투과 데이터이다. 투과 데이터란, OSI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있는 층, 혹은 임의의 층의 서브

층에서 입력부터 출력까지 그 데이터가 일체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를 말한다. 한편, 비투과 데이터란, 임의의 층, 혹은

임의의 층의 서브 층에서 입력부터 출력까지 그 데이터 의 포맷 변환 처리 등의 어떠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

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층 2의 RLC(Radio Link Control) 서브 층에서, SDU(Service Data Unit)와 PDU(ProtocoI 

Data Unit)가 다른 경우에는 그 데이터는 비투과 데이터이며, 층 2의 MAC(Media Access Control) 서브 층에서 SD

U와 PDU가 동일한 경우, 그 데이터는 투과 데이터이다. 도 9에 도시한 경우에는, 무선 통신부(30)와의 사이에서 입

출력되는 층 1의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를 행하지 않고 단말 IF부(10)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를 투과 데이터로 하고 있다. 한편, 무선 통신부(30)로부터 출력되는 층 1의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를 행

해야만 하는 데이터, 예를 들면, 패킷 데이터를 비투과 데이터로 하고 있다.

도 9의 투과 데이터(95, 96)의 구체예는 상술된 바와 같이, 음성 데이터나 비제한 디지털 데이터이지만, 각각의 데이

터는 층 1과 층 2 사이에 정의되는 단위(Transport Block)로 분할된 것이며, 이들 Transport Block으로 분할된 데이

터는 투과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MACPDU(또한, MACSDU)와 등가이기 때문에, Transport Block으

로 분할된 데이터 각각이 은닉 단위와 동일해진다.

또한, 음성 데이터 등은 사용자 데이터이며, 사용자 데이터는 RLC 서브 층에서도 투과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전송 

형태를 직렬 인터페이스로 하여, ARIB 규정의 MT(Mobile Terminal)-TA(Terminal Adaptor I/F(도 22, 도 23)로 

하면, MT-TA I/F의 직렬 포맷에 대하여 그대로, 은닉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전송 형태로 된다.

또한, 도 9의 비투과 데이터(97)의 구체예는 상술한 바와 같이, 패킷 데이터 나 시그널링을 위한 데이터이지만, 각 데

이터는 층 1과 층 2와의 사이에 정의되는 단위(Transport Block)로 분할된 것이다.

도 9에 도시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무선 통신 제어부(20)와의 사이에서 비투과 데이터에 대하여 은닉 처

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를 선택적으로 행함과 함께, 단말 IF부(10)와 무선 통신부(30)와의 사이에서 입출력되는 투과 

데이터에 대하여, 예를 들면, 은닉 처리를 반드시 행하는 것이다.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투과 데이터에 대

해서는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하지 않는다. 만일, 투과 데이터 내에 은닉 처리를 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는 무선 통신 제어부(20)는 그 은닉 처리를 행하지 않고자 하는 투과 데이터를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에 입력

시키지 않고 무선 통신 제어부(20)에 입력시키면 된다. 혹은, 그 은닉 처리를 행하지 않고자 하는 투과 데이터를 은닉

·완전성 보증 처리부(40)에 입력시키지만, 무선 통신 제어부(20)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그 투과 데이터에 

은닉 처리를 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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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도이다.

도 10에서, 도 5와 다른 점은 새롭게 은닉 처리부(460)가 제공된 점이다. 은닉 처리부(460)에는 암호화부(462)와 복

호화부(463)가 제공되어 있다. 암호화부(462)는 단말 IF부(10)로부터의 투과 데이터(95)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

를 암호화하여, 투과 데이터(96)로서 무선 통신부(30)에 출력한다. 한편, 복호화부(463)는 무선 통신부(30)로부터 투

과 데이터(96)를 입력하고 복호화하여, 투과 데이터(95)로서 단말 IF부(10)에 출력한다. 은닉 처리부(460)의 이들 처

리는 IF부(410)로부터의 제어 신호(99)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제어 신호(99)는 제어 신호(91)로부터 생성된 제어 신

호이다. 따라서, 은닉 처리부(460)는 무선 통신 제어부(20)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은닉 처리를 행하는 것으

로 된다. 도 10에서, 데이터(92)는 버스를 통한 병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입출력된다. 한편, 투과 데이터(95, 96)

는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해 은닉 처리부(460)에 대하여 입출력된다. 이와 같이, 도 10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

0)가 병렬 인터페이스와 직렬 인터페이스의 2계통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도 11은 도 7에 도시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구성에 은닉 처리부(460)를 부가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은닉 처리부(460)의 구성은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암호화부 또는 복호화부가 키 스트

림을 발생시켜서, 직렬 데이터와 배타적 논리합을 취한 경우에 유효한 구성이다.

도 11은 투과 데이터(95, 96)가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해 은닉 처리부(460)에 입출력되는 경우로서, 또한, 그 직렬 인

터페이스를 통해 입출력되는 직렬 데이터에, 복수 채널의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

면, 채널 1의 데이터 다음에 채널 2의 데이터가 직렬 데이터로서 입력된 경우, 채널 1에 대응하는 암호화부(1)로부터 

키 스트림을 발생시켜 데이터 다중부(481)에 출력하고, 채널 2에 대응하는 암호화부(2)로부터 키 스트림을 발생시켜

서 데이터 다중부(481)에 출력하며, 데이터 다중부(481)에서, 이들 키 스트림을 입력하는 데이터(95)의 데이터 계열

과 동일한 포맷으로 다중한다. 이 다중된 키 스트림과 입력되는 데이터(95)의 데이터 계열과의 배타적 논리합을 배타

적 논리합 회로(483)에 의해 연산한다. 은닉 처리부(460)의 이들 동작은 제어 신호(99)에 기초하여, 즉, 무선 통신 제

어부(20)로부터 전송되어 온 제어 신호(91)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도 11의 구성에 따르면, 직렬 데이터의 지연이 배

타적 논리합 회로(483)의 연산만으로도, 고속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3은 도 10의 은닉 처리부(420)와 은닉 처리부(460)를 합쳐 1개의 은닉 처리부(470)로 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은닉 처리부(470)는 병렬 인터페이스로부터 입출력되는 데이터(92)와 직렬 인터페이스로부터 입출력되는 데이터(95

, 96) 양방을 처리한다. 은닉 처리부(470)는, 은닉 처리부(420)와 은닉 처리부(460)를 1개로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의 삭감이 가능하다. 은닉 처리부(470)에서의 투과 데이터와 비투과 데이터의 처리 동작의 스위칭은 제

어 신호(99), 즉, 무선 통신 제어부(20)로부터 출력된 제어 신호(91)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제3 실시 형태>

도 25는 제3 실시 형태의 은닉 처리부의 암호화 방식 및 복호화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5의 좌측은 송신측의

암호화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도 25의 우측은 수신측의 복호화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도 25가 도 15와 다른 점은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 의해 작성한 난수 열을 일시 기억하는 난수 열 기억부(버퍼)를 

구비하고 있는 점이다. 난수 열 기억부는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 의해 작성된 난수 열을 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다. 

즉,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은 난수 열을 생성하기 위한 정보가 획득된 후,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여 난수 열 기억부

에 난수 열을 출력한다. 난수 열 기억부는 메시지(평문)가 도착할 때까지 난수 열을 일시적으로 보존해 두고, 메시지(

평문)의 입력에 동기시켜서 기억한 난수 열을 출력한다.

한편, 복호할 경우에는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은 난수 열을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정리한 후,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

하여, 난수 열 기억부에 난수 열을 출력한다. 난수 열 기억부는 메시지(평문)가 도착할 때까지 난수 열을 일시적으로 

보존해 두고, 암호문의 입력에 동기시켜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한 난수 열을 출력한다.

이와 같이, 도 25의 좌측에 도시한 암호화 장치의 특징은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 의한 난수 열의 생성과, 메시지와 

난수 열의 연산을 비동기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은 평문과 난수 열과의 연산보다 전

에 난수 열을 생성하여, 난수 열 기억부에 미리 보존해 두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 25의 우측에 도시한 복호화 장치는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 의한 난수 열의 생성과, 암호문과 난수 열과의 

연산을 비동기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은 암호문의 입력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

하여, 생성한 난수 열을 난수 열 기억부에 미리 보존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25의 암호화 장치와 복호화 장치는 예를 들면, ISO/IEC10116에 의해 정의된 블록 암호의 이용 모드 중 하나인 O

FB(output feedback) 모드의 암호화·복호화를 행하는 것이다. 혹은, 그 변형 모드를 이용하는 경우이어도 된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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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문 혹은 암호문 없이 난수 열을 생성할 수 있는 모드를 이용하는 경우이면 된다. 그 러나, 도 25의 암호화 장치

와 복호화 장치는 평문 혹은 암호문 없이 먼저 난수 열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문 혹은 암호문을 입력하여 난수

열을 생성하는 모드를 이용할 수는 없다.

또, 평문이란 암호화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반드시 사람이 기입 및 판독할 수 있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 문자 데이터는 평문이다. 또한, 음성 데이터, 화상 데이터, 부호화 데이터, 압축 데이터 등도 암호화되

는 데이터이면 평문이다.

또한, 암호문이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텍스트 데이터, 문자 데이터, 음성 데이터, 화상 데이터, 부호화 데이

터, 압축 데이터 등의 암호화되기 전의 평문 데이터 형식은 묻지 않는다.

도 26은 제3 실시 형태의 완전성 보증 처리부의 완전성 보증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6이 도 16과 다른 점은 데이터 완전성용 함수 f9의 전단에 데이터 기억부(버퍼)가 제공되어 있다는 점이다. 데이

터 기억부는 X(X≥2)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억하는 것이다. 데이터 완전성용 함수 f9

는 데이터 기억부에 기억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하고,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것이다.

메시지 인증키(IK)가 X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공통인 경우,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지 인증키(IK)를 데이터 기

억부에 기억시키지 않고 데이터 완전성 용 함수 f9에 직접 입력시키도록 하여도 된다. 메시지 인증키(IK)가 각 데이터

에 대하여 상이할 때에는 다른 제어 신호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기억부에 기억시키도록 하면 된다.

이하, 도 25에 도시한 은닉 처리부와 완전성 보증 처리부의 구체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7은 제3 실시 형태의 무선 통신 제어부(2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그 밖의 구성은 제2 실시 형태의 도 9에 도시한 무선 단말(100)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 도 27을 중심으로 제2 실시

형태와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무선 통신 제어부(20)의 내부에는 CPU(29)가 제공되어 있다. 또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내부에는 병렬 

인터페이스를 갖는 은닉 처리부(420)와, 직렬 인터페이스를 갖는 은닉 처리부(460)와,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가 제

공되어 있다. 은닉 처리부(420)에는 암호화부(422)와 복호화부(423)가 제공되어 있다. 은닉 처리부(460)에는 암호화

부(462)와 복호화부(463)가 제공되어 있다.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에는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와 완전성 확인

부(433)가 제공되어 있다. 무선 통신 제어부(2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버스(90)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버스(90)는 무선 통신 제어부(20) 내부의 CPU(29)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 내부의 은닉 처리부(420)와, 은

닉 처리부(460)와,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를 접속하고 있으며, 제어 신호(91) 및 데이터(92) 및 그 밖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다. CPU(29)는 ROM(Read Only Memory) 등의 기록 매체에 기억 된 프로그램을 판독 프로그램의 실

행에 의해 무선 통신 제어부(20)의 전체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버스(90)는 무선 통신 제어부(2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와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 다른 처리부(도시 생략)를 접속하는 범용의 버스이다.

도 28은 은닉 처리부(420)의 암호화부(422)와 복호화부(423)의 상세도이다.

암호화부(422)는 암호화기(610)와 버퍼(620)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복호화부(423)는

복호화기(611)와 버퍼(621)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1)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암호화기(610)는 도 25의 송신측

의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 상당하는 것이다. 버퍼(620)는 도 25의 송신측의 난수 열 기억부에 상당하는 것이다. 여

기서, 버퍼(620)는 선입 선출 메모리를 이용하고 있다.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는 예를 들면, 64 비트의 병렬 데이

터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복호화기(611)는 도 25의 수신측의 데이터 은닉용 함수 f8에 상당

하는 것이다. 버퍼(621)는 도 25의 수신측의 난수 열 기억부에 상당하는 것이다.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1)는 예를 

들면, 64 비트의 병렬 데이터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은닉 처리부(420)는 버스(90)를 통해 CPU(29)로부터 제어 신호(91)를 입력한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평문(950)은 

입력되지 않는다. CPU(29)는 미리 제어 신호(91)를 알 수 있어서, 평문(950)보다도 전에 제어 신호(91)를 CPU(29)

로부터 은닉 처리부(420)에 대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어 신호(91)는 적어도 암호키(CK)를 포함하며, 또한, 

이 예에서는 CK 이외에, 암호화/복호화 대상 데이터의 비트 길이(LENGTH, 도 28에서는 비트 길이=256 비트의 경

우를 나타내고 있음), 업/다운 링크(DIRECTION), 카운터(COUNT-C), 논리 채널 식별자(BEARER)를 포함하고 있다

. 암호키(CK), 암호화/복호화 대상 데이터의 비트 길이(LENGTH), 업/다운 링크(DIRECTION), 카운터(COUNT-C), 

논리 채널 식별자(BEARER)는 제어 신호(600) 또는 제어 신호(601)로서 암호화부(422) 또는 복호화부(423)에 입력

된다. 암호화기(610)에서는 제어 신호(600)가 입력되면,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여, 난수 열을 버퍼(621)에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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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암호화기(610)가 64 비트 단위로 난수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암호화기(610)로부터는 

64 비트 단위의 난수 열이 출력되어, 버퍼(620)에 일시적으로 기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암호화 대상 데이터의 비

트 길이(LENGTH)가 256 비트인 경우에는 암호화기(610)는 64 비트의 난수 열을 4개 발생시켜서, 암호화 대상 데이

터의 비트 길이(256 비트)에 충분한 길이의 난수 열(64 비트×4)을 생성한다.

도 28에서는 버퍼(620)에 4개의 64 비트 길이의 난수 열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 후, CPU(29)는 256 비트의 비트 길이의 평문(950)을 64 비트 단위로 버스(90)를 통해 암호화부(422)에 전송한다

.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가 64 비트 단위로 평문(950)을 입력하면, 버퍼(620)는 64 비트의 난수 열(650)을 순차 

출력한다.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는 64 비트 단위로 평문(950)과 난수 열(650)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동시에 

행하여, 64 비트 단위의 암호문(960)을 생성한다. 암호문(960)은 CPU(29)에 반송된다.

복호화부(423)의 동작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1)로의 입력이 암호문(960)이고, 출력이 평문(950)인 점을 제외하

고는, 암호화부(422)의 동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또,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가 평문(950)을 입력하는 것은 버퍼(620)에 4개의(256 비트의) 난수 열을 생성한 후

가 아니어도 되며, 버퍼(620)에 64 비트의 난수 열이 1개 이상 저장된 경우에,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에 의한 배

타적 논리합 연산을 개시하여도 상관없다. 이 경우에는 암호화기(610)에 의한 난수 열의 생성과, 배타적 논리합 연산

부(630)에 의한 배타적 논리합 연산이 병렬로 동시에 행해지게 된다. 암호화기(610)는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에

서, 평문(950)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 다음 제어 신호(600)를 입력하며, 다음에 입력되는 평문(

950)에 대한 난수 열을 생성하여 버퍼(620)에 대하여 미리 다음의 평문에 대한 난수 열을 기억시킨다.

이와 같이, 암호화부(422)는 CPU(29)로부터 평문(950)을 입력하기에 앞서서, 미리 버퍼(620)에 난수 열을 저장해 

두기 때문에,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에서의 연산의 대기 시간이 생기지 않아서, 암호화를 고속으로 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에 의해, 복호화부(423)에서도 복호화를 고속으로 행할 수 있다.

또, 버퍼(620, 621)의 사이즈는 암호화기(610), 복호화기(611)가 출력하는 난수 열의 단위 사이즈 이상 있으면 되지

만, 이 시스템 내에서 지정될 수 있는 암호화/복호화 대상 데이터의 비트 길이(LENGTH)의 최대값 이상인 것이 바람

직하다. 예를 들면, 암호화기(610), 복호화기(611)가 출력하는 난수 열의 단위 사이즈가 64 비트이고, 암호화/복호화 

대상 데이터의 비트 길이(LENGTH)의 최대값이 5114 비트이면, 버퍼(620, 621)의 사이즈는 5120(64×80) 비트 이

상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1)는 예를 들면, 64 비트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행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32 비트, 1

28 비트 등의 다른 비트 사이즈의 병렬 데이터 처리를 하여도 된다.

또한, 암호화기(610), 복호화기(611)가 출력하는 난수 열의 단위 사이즈가 64 비트인 경우를 설명하였지만, 32 비트,

128 비트 등의 다른 비트 단위 사이즈의 난수 열을 출력하여도 된다.

또한, 암호화기(610), 복호화기(611)가 출력하는 난수 열의 단위 사이즈와 버퍼(620, 621)의 판독 및 기입 사이즈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1)의 병렬 데이터의 비트 사이즈는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도 29는 무선 통신 제어부(20)와 은닉 처리부(420)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9가 도 28과 다른 점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1)가 은닉 처리부(420)가 아니라,

무선 통신 제어부(20)에 제공되어 있는 점이다.

CPU(29)는 버스(90)를 통해, 평문(950)에 대한 난수 열을 (가능한 한 통합하여) 버퍼(620)로부터 판독하여,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에 공급한다.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에서는 평문(950)과 난수 열(650)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

을 행하여, 암호문(960)을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1)에서도, CPU(29)에 의해 버스(90)를 통해 버퍼(621)로부터 난수 열(65l)이 

판독되고, 암호문(960)과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이 행해져서, 평문(950)이 출력된다.

도 29의 경우에는, CPU(29)가 난수 열을 버퍼(620)로부터 판독할 뿐이며, 평문(950)과 암호문(960)이 버스(90)를 

왕복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버스(90)에 흐르는 데이터량을 도 28의 구성에 비해 1/2 이하로 할 수 있다. 또한, 버

스(90)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버스(90)의 경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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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 28과 도 29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서도,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1)는 하드웨어

로 실현하여도 되며, 소프트웨어로 실현하여도 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조합에 의해 실현하여도 된다.

도 30은 직렬 인터페이스를 갖는 은닉 처리부(460)의 암호화부(462)와 복호화부(463)의 상세도이다.

도 30이 도 28과 다른 점은 병렬 데이터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0) 대신에, 1 비트의 직렬 데이터의 배타적 논리

합 연산을 행하는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2)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병렬 데이터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

631) 대신에, 1 비트의 직렬 데이터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행하는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3)를 포함하고 있는 점

이다.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2)에서는 투과 데이터(95)가 입력되며, 난수 열(650)과 1 비트씩 직렬로 배타적 논리

합 연산이 행해져서, 암호화된 투과 데이터(96)가 출력된다. 한편,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3)에서는 투과 데이터(96

)가 입력되고, 난수 열(651)과 1 비트씩 직렬로 배타적 논리합 연산이 행해져서, 복호화된 투과 데이터(95)가 출력된

다.

도 30에 도시한 경우에서도, 미리 버퍼(620)와 버퍼(621)에 난수 열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

632)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3)에서는 대기 시간이 생기지 않아서 고속의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행할 수 있다.

또, 도 30의 경우에서도,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2)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3)는 하드웨어로 실현하여도 되며, 

소프트웨어로 실현해도 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조합에 의해 실현하여도 된다.

또한,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2)와 배타적 논리합 연산부(633)는 은닉 처리부(460)의 외부에 있어도 무방하다.

도 31은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의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와 완전성 확인부(433)의 상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에는 버퍼(660)와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와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680)가 구비되어 

있다. 완전성 확인부(433)에는 버퍼(661)와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1)와 완전성 확인기(681)가 포함되어 있다. 버

퍼(660)와 버퍼(661)는 선출 선입 메모리이다. 버퍼(660)와 버퍼(661)는 도 26의 데이터 기억부에 상당한다.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와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1)는 도 26의 데이터 완전성용 함수 f9에 상당한다. 완전성 인증자 부

가기(680)는 완전성 인증자를 데이터에 부가하는 것이다. 완전성 확인기(681)는 송신측으로부터 수취한 완전성 인증

자와 수신측에서 생성한 완전성 인증자와의 비교를 행하여, 일치 한 경우에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도 31에서, CPU(29)는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에 대하여 완전성을 보증하고자 하는 4개의 데이터(92)를 통합하

여 송신하고 있다. 또한, CPU(29)는 완전성 을 보증하고자 하는 4개의 데이터(92)에 대응하는 4개의 제어 신호(91)

를 통합하여 송신하고 있다. 제어 신호(91)는 적어도 메시지 인증키(IK)를 포함하며, 또한, 업/다운 링크(DIRECTION

), 카운터(COUNT-C), 사용자마다 생성하는 난수(FRESH)를 갖고 있다. CPU(29)는 4개의 데이터에 대응하여, 각각 

적어도 업/다운 링크(DIRECTION), 카운터(COUNT-C), 사용자마다 생성하는 난수(FRESH)를 제어 신호(91)로서 

버퍼(660)에 전송한다. 또, 메시지 인증키(IK)에 대해서는 4개의 데이터에 대응한 개별적인 4개의 메시지 인증키(IK)

를 버퍼(660)에 전송하여도 되며, 메시지 인증키(IK)가 4개의 데이터에 공통의 고정값인 경우에는 메시지 인증키(IK)

를 버퍼(660)에 기억하지 않으며,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도 된다.

제어 신호(91)는 제어 신호로서 버스(90)의 제어 신호 라인을 통해 전송하여도 되며, 데이터로서 버스(90)의 데이터 

신호 라인을 통해 전송하여도 된다. 4개의 제어 신호(91)는 4개의 데이터와 함께 송신되어도 되며, 별도로 송신되어

도 상관없다. 버퍼(660)는 4개의 데이터와 4개의 제어 신호를 통합하여 입력하여 기억한다. 여기서, CPU(29)가 4개

의 데이터 혹은 4개의 제어 신호를 통합하여 전송한다는 의미는 1회의 전송 명령에 의해 4개의 데이터 혹은 4개의 제

어 신호가 전송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하, 「통합」이란, 「하나의 명령에 의해」 혹은 「복 수의 것을 개별적이 

아니라 한 그룹으로 하여」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하나의 명령에 의해」 실행함으로써, CPU(29) 또

는 각 처리기의 부하가 감소한다. 또한, 「복수의 것을 개별적이 아니라 한 그룹으로 하여」 전송 또는 입출력함으로

써, 버스(90) 또는 각 전송선(도시 생략)의 전송 횟수가 감소한다.

버퍼(660)는 데이터와 제어 신호를 대응시켜, 대응 데이터로서 기억하고 있다.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는 대응 데

이터를 입력하고,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한다.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는 소정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4개의 대응 데이터로부터 4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각각 생성하며,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680)에

통합하여 출력한다.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는 여기서는, 32 비트 길이의 완전성 인증자를 4개 생성하는 것으로 

한다.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680)는 4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각각 데이터에 부가하여, CPU(29)에 1개의 전송 명령에 

기초하여 전송한다.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가 256 비트 길이의 데이터를 4개 입력한 경우에는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는 (256+

32)×4 비트의 데이터를 CPU(29)에 반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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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완전성 확인부(433)에서는 완전성 인증자가 부가된 데이터를 4개 통합하여 입력한다. 또한, 제어 신호(91)도 4

개 통합하여 입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시지 인증키(IK)는 버퍼(661)에 기억되어도 되며,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

671)에 직접 입력되어도 된다.

버퍼(661)는 이들 4개의 데이터를 대응시켜서, 대응 데이터로서 기억한다.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1)는 버퍼(661)

에 기억된 4개의 대응 데이터를 판독하고, 송신측의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와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4개

의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한다. 완전성 확인기(681)는 4개의 데이터에 부가되어 입력된 4개의 완전성 인증자와 완전

성 인증자 생성기(671)가 생성한 4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각각 비교하여, 일치하고 있는 경우에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하여 정상이라는 취지의 응답을 전송한다.

완전성 확인부(433)가 256 비트 길이의 데이터와 32 비트 길이의 완전성 인증자를 4개씩 ((256+32) 비트×4)의 데

이터를 입력한 경우, 완전성 확인기(681)는, 1 비트×4의 응답을 CPU(29)에 전송한다.

종래에는 각 데이터마다 CPU(29)로부터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에 데이터 전송이 행해지고 있는 반면에, 도 31에 

도시한 경우에는, 4개의 데이터가 통합되어 한번에 전송되기 때문에 버스(90)의 사용 효율이 좋아진다. 즉, 버스(90)

의 대기 시간을 적게 할 수 있다. 또한, 버스(90)의 경합을 적게 할 수 있다.

도 31에 도시한 경우에는, 4개의 데이터가 통합되어 한번에 전송되는 경우를 나타내었지만, 그 개수는 4개에 한정되

지 않는다. 또한, 버퍼의 데이터 유지 개수도 4개에 한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의 비트 길이는 256 비트에 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512 비트이어도 되며, 5114 비트이어도 된다. 또

한, 버퍼(660, 661)의 사이즈는 데이터의 비트 길이와 제어 신호의 비트 길이를 가산한 합계 비트 길이의 2배 이상이

면 된다. 즉, 대응 데이터를 2개 이상 기억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예를 들면, 이 시스템 내에서 지정될 수 있는 데이

터의 비트 길이의 최대값이 5114 비트인 경우, 버퍼(660, 661)의 사이즈는 각각 (5114 비트+제어 신호의 비트 길이

)×2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32는 무선 통신 제어부(20)와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2에 도시한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부(434, 435)를 갖고 있다.

도 32가 도 31과 다른 점은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680)와 완전성 확인기(681)가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에는 없으

며, 무선 통신 제어부(20)에 제공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 32의 경우에는 CPU(29)로부터의 한번의 전송 명령에 의해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가 4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680)에 대하여 전송한다. 한편,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1)는 CPU(29)로부터의 한번의 전송 명령에 의해 4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완전성 확인기(681)에 전

송한다.

도 32의 경우에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로부터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680)로의 버스(90)의 데이터 전송량은 3

2 비트×4로 된다. 또한,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1)의 버스(90)의 데이터 전송량도 32 비트×4로 된다.

도 32의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로부터 무선 통신 제어부(20)로의 데이터 전송량은 도 31과 같이, 완전성 인증자 생

성기(670)로부터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680)에 대하여 데이터를 반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 31의 반송 데이터 전

송량에 비해 대폭 삭감되게 된다.

또, 도 32에 도시한 완전성 보증 처리부(430)의 완전성 인증자 생성부(434) 와 완전성 인증자 생성부(435)는 동일한 

구성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여도 된다.

또한, 도 31 및 도 32의 경우에는 버스(90)의 데이터 전송 처리와, 버퍼(660, 661)의 입출력 처리와,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 671)의 인증자 생성 처리와,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680)의 인증자 부가 처리와, 완전성 확인기(681)의 

확인 처리가 복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나타내었지만, CPU(29)와 버스(90)와의 사용 효율로부

터 보았을 때, 버스(90)의 데이터 송신 처리 또는 데이터 수신 처리 중 적어도 한쪽을, 「하나의 명령에 의해」 혹은「

복수의 데이터를 개별적이 아니라 한 그룹으로 하여」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31 및 도 32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서도,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0)와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671)와 완전

성 인증자 부가기(680)와 완전성 확인기(681)는 하드웨어로 실현하여도 되며, 소프트웨어로 실현하여도 되고,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에 의해 실현하여도 된다.

도 33은 암호화부(422)의 다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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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복수의 버퍼를 제공하여 스위치 SW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치 SW는 예를 들면, 논리 

채널 식별자에 의해 전환할 수 있다. 즉, 논리 채널이 n개 있는 경우에, 버퍼를 n개 제공함으로써, 각 논리 채널마다 

난수 열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다.

도 34는 버퍼를 n개 제공하고, 배타적 논리합 연산 회로를 n개 제공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도 35의 경우는 버퍼를 n개 제공하고, 암호기를 복수개 제공한 경우를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이, 논리 채널마다 버퍼 등을 복수개 준비해 둠으로써, 채널마다의 은닉 처리를 고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 도시하지 않지만, 복호화부도 도 33, 도 34, 도 35와 같이 채널마다 복수의 버퍼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도 상관없

다. 또한,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432), 완전성 확인부(433)에서도 도 33, 도 34, 도 35와 같이 채널마다 복수의 버퍼

를 제공하도록 하여도 상관없다.

제3 실시 형태에서의 구성은 도 27에 도시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 4, 도 5, 도 6, 도 7, 도 8, 도 

10, 및 도 11 등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성을 취하도록 하여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은닉 처

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를 1개의 모듈로 행하여도 상관없다. 또한, 암호화와 복호화를 1개의 모듈로 행하여도 상관없

다. 또한, 완전성 인증 부가와 완전성 확인을 1개의 모듈로 행하여도 상관없다. 또한, 각 모듈을 복수개 포함하도록 하

여도 상관없다.

또, 버퍼(620, 621, 660, 661)는 선입 선출 메모리가 아니어도 되며, 시프트 메모리, 어드레스 맵드 메모리, 캐쉬 메

모리, 및 레지스터이어도 된다.

또한, 버퍼(620, 621, 660, 661)가 CPU(29)로부터 액세스되는 경우에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의해 액세스되어도 되

며, 입출력 어드레스에 의해 액세스되어도 된다.

또한, 제3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암호화 장치, 복호화 장치, 완전성 인증자 부가부(장치), 완전성 확인부(장치), 및 완

전성 인증자 생성부(장치)는 무선 통신 장치에 이용되는 것에 한하지 않으며, 유선 통신 장치, 컴퓨터, 그 밖의 전자 

기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상술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하드웨어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PGA나 커스텀 LSI로 실현할 수 있

다. 또,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실현할 수도 있다.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

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실현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무선 통신 제어부(20)에 있는 CPU에 의해 실행

되게 된다.

또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SP(Digit

al Signal Processor)와 그 DSP에 의해 실행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나 펌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이하, 도 17 내지 도 20을 참조하여 구체예를 설명한다.

도 17은 암호화/복호화부(421) 중에서 이용되는 암호화 모듈(51)(또는, 복호화 모듈(71))의 구성도이다.

암호화 모듈(51)은 키 스케쥴러(511)와 데이터 랜덤화 유닛(512)을 갖고 있다. 키 스케쥴러(511)는 1개의 키 K를 입

력하여 n개의 확대 키 ExtK 1 ∼ExtK n 을 생성한다. 데이터 랜덤화 유닛(512)은 함수 F와 XOR 회로에 의해 난수를

발생시킨다. 함수 F는 확대 키를 입력하여 비선형 데이터 변환을 행한다.

암호 모듈(51)에서는 예를 들면,

(1) DES(Data Encryption Standard), 또는

(2) 국제 공개 번호 WO97/9705(미국 특허 출원 번호 08/83640)에 개시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MISTY, 또는

(3) 상기 블록 암호 알고리즘 MISTY를 베이스로 한 64 비트 블록 암호이며, 차세대 휴대 전화용 국제 표준 암호(IMT

2000)로서 채용되는 것이 결정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KASUMI, 또는

(4) 일본 특허 출원 번호 2000-64614(출원일 2000년 3월 9일)에 기재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Camellia 등의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복호 모듈(71)에서도, DES, MISTY, KASUMI 또는 Camellia 등의 블록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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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8은 상술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실장 형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8은 FPGA 또는 IC 또는 LSI 중에 상술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즉, 상술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하드웨어로 실현할 수 있다. 또, 프린트 서킷 보드(도시 생략)에 의해 실

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19는 상술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를 소프트웨어로 실현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상술한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는 암호화 프로그램(47)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암호화 프로그램(47)은 ROM(

Read Only Memory)(42)(기록 매체의 일례)에 기억되어 있다. 암호화 프로그램(47)은 RAM(Random Access Memo

ry) 또는 플렉시블 디스크 또는 고정 디스크 등의 다른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된다. 또한, 암호화 프로그램(

47)은 서버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되어도 된다. 암호화 프로그램(47)은 서브 루틴으로서 기능한다. 암호화 프로그램(

47)은 RAM(45)에 기억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6)으로부터 서브 루틴 콜에 의해 호출되어 실행된다. 혹은, 암호

화 프로그램(47)은 인터럽트 제어부(43)에서 접수하는 인터럽트의 발생에 의해 기동되도록 하여도 상관없다. 메모리

(55)는 RAM(45)의 일부이어도 상관없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6), 암호화 프로그램(47)은 CPU(41)에 의해 실행

되는 프로그램이다.

도 20은 무선 통신 제어부(20)에 의해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6)이 암호화 프로그램(47)을 호출하는 메카

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6)은 키 K와 이니셜 밸류 IV와 평문 M과 암호문 C를 파라미터로 하여 암호화 프로그램(47)

을 호출한다. 암호화 프로그램(47)은 키 K와 이니셜 밸류 IV와 평문 M을 입력하여, 암호문 C를 반환하는 것이다. 암

호화 프로그램(47)과 복호 프로그램이 동일할 때에는 키 K와 이니셜 밸류 IV와 암호문 C와 평문 M을 파라미터로 하

여 암호화 프로그램(47)을 호출한다.

또한, 도시하지 않지만, 암호화 프로그램(47)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와, 그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되

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하여도 상관없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에 의해 암호화 프로그램(47)

을 실현하여도 상관없다.

도 18, 도 19, 및 도 20은 주로, 암호화의 경우를 설명하였지만, 복호화에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도 18 및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은 암호화 형태 및 복호화 형태는 전자 기기에 대하여 인스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퍼스널 컴퓨터나 팩시밀리 장치나 휴대 전화나 비디오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텔레비전 카메라 등의 모든 전자 기

기에 인스톨할 수 있다. 특히, 이 실시 형태에서의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복수의 채널로부터의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화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혹은, 복수의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가 랜덤하게 도착하여 복호화하는 경우에, 혹은 복

수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랜덤하게 발생하여, 각각의 데이터를 리얼 타임으로 암호화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즉, 

암호화 복호화하는 데이터의 수에 비해 암호화 복호화하는 장치 수가 적은 경우에, 상술한 실시 형태의 암호화, 복호

화가 매우 유효하다. 예를 들면, 많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서포트해야만 하는 서버 컴퓨터나 많은 휴대 전화기로부

터의 데이터를 집배해야만 하는 기지국이나 회선 컨트롤러 등에, 상술한 암호화 방식이나 복호화 방식이 매우 유효하

다.

또한, 상술한 예에서는 무선 통신 제어부(2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가 버스를 통한 병렬 인터페이스로 연

결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었지만, 직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도 상관없다. 또한, 단말 IF부(10)와 은닉·완전성 보

증 처리부(40) 및 무선 통신부(30)와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가 직렬 인터페이스로 접속되는 경우를 나타내었

지만, 보다 고속 처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직렬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병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도 상관없다.

또한, 도 9 및 도 10에서는 은닉 처리부(460)를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의 내부에 제공하는 경우를 도시하였

지만, 은닉 처리부(460)를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40)로부터 외부로 독립시켜서, 은닉 처리부(460)를 단말 IF부(1

0)와 무선 통신부(30)와의 사이에 제공하여도 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상술한 실시 형태에 따르면, 버퍼를 이용하여 복수 데이터를 미리 보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은닉 처리

와 완전성 보증 처리를 고속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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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닉 처리와 완전성 보증 처리를 위한 데이터 전송 횟수가 적어져서, CPU와 버스의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 형태에 따르면, 은닉·완전성 보증 처리부의 내부에 채널 수나 데이터량에 따라 복수의 은닉 처리부

와 복수의 완전성 보증 처리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병렬 처리에 의한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난수 열을 생성하는 암호화기와,

상기 암호화기에 의해 생성된 난수 열을 기억하는 난수 열 기억부와,

평문을 입력하고, 입력한 평문과,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된 난수 열을 연산하여 암호문을 출력하는 연산부를 포

함하며,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의해 난수 열을 미리 기억함으로써, 상기 암호화기에 의한 난수 열의 생성과, 상기 연산부에 

의한 평문과 난수 열과의 연산을 비동기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기는 상기 연산부의 평문의 입력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기는 적어도 암호키와 평문의 길이를 입력하며, 암호키를 이용하여 평문 길이의 난수 열을 생성하여 생성

한 난수 열을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시키고,

상기 난수 열 기억부는 연산부에 평문이 입력된 경우에, 기억한 난수 열을 출력하는 버퍼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부는 복수의 채널에 대응하여 평문을 입력하며,

상기 암호화기는 채널을 식별하는 채널 식별 정보를 입력하여, 채널마다 난수 열을 생성하고,

상기 난수 열 기억부는 상기 암호화기가 채널마다 생성한 난수 열을 기억하며,

상기 연산부는 평문을 입력한 채널에 대응하는 난수 열을 상기 난수 열 기억부로부터 입력하여, 평문을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장치.

청구항 5.
난수 열을 생성하는 복호화기와,

상기 복호화기에 의해 생성된 난수 열을 기억하는 난수 열 기억부와,

암호문을 입력하고, 입력한 암호문과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된 난수 열을 연산하여 평문을 출력하는 연산부를 

포함하여,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의해 난수 열을 미리 기억함으로써, 상기 복호화기에 의한 난수 열의 생성과, 상기 연산부에 

의한 암호문과 난수 열과의 연산을 비동기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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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기는 상기 연산부의 암호문의 입력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기는 적어도 복호키와 암호문의 길이를 입력하며, 복호키를 이용하여 암호문 길이의 난수 열을 생성하며 

생성한 난수 열을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시키며,

상기 난수 열 기억부는 연산부에 암호문이 입력된 경우에, 기억한 난수 열을 출력하는 버퍼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복호화 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부는 복수의 채널에 대응하여 암호문을 입력하며,

상기 복호화기는 채널을 식별하는 채널 식별 정보를 입력하여, 채널마다 난수 열을 생성하고,

상기 난수 열 기억부는 상기 복호화기가 채널마다 생성한 난수 열을 기억하며,

상기 연산부는 암호문을 입력한 채널에 대응하는 난수 열을 상기 난수 열 기억부로부터 입력하여, 암호문을 복호화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장치.

청구항 9.
X(X≥2)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억하는 데이터 기억부와,

상기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

성 인증자를 생성하고,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완전성 인증자 생성 장치는 버스를 통해, 중앙 처리 장치와 접속되며,

상기 데이터 기억부는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버스를 통해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통합하여 입력

하고,

상기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는 생성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버스를 통해 중앙 처리 장치로 통합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 장치.

청구항 11.
X(X≥2)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억하는 데이터 기억부와,

상기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

성 인증자를 생성하며,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와,

상기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가 통합하여 출력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입력하여,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X개의 데이

터에 부가하고, X개의 완전성 인증자가 부가된 X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부가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성 인증자 부가 장치.

청구항 12.
X(X≥2)개의 완전성 인증자가 부가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억하는 데이터 기억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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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

성 인증자를 생성하며,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와,

상기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가 통합하여 출력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입력하고, 입력한 X개의 완전성 인증자와 상

기 X개의 데이터에 부가된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각각 비교하여, X개의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완전성 확인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성 확인 장치.

청구항 13.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말 인터페이스부와,

단말 인터페이스부가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하며,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무선 통신 제어

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데

이터를 암호화하는 은닉 처리를 행하며, 처리한 데이터를 무선 통신 제어부로 출력하는 은닉 처리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조하여 송신하는 무선 통신부

를 포함하며,

상기 은닉 처리부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난수 열의 생성을 데이터의 입력 전에 개시하여 생성한 난수 열을 출력하는 암호화기와,

암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난수 열을 데이터의 입력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난수 열 기억부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와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된 난수 열을 연산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연산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4.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말 인터페이스부와,

단말 인터페이스부가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하며,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무선 통신 제어

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데

이터의 개찬(改竄)을 검출하기 위한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하는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하며, 처리한 데이터를 무선 통

신 제어부로 출력하는 완전성 보증 처리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조하여 송신하는 무선 통신부

를 포함하며,

상기 완전성 보증 처리부는,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복수 통합하여 입력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기억부와,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복수의 데이터에 대하여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하고 복수의 완전성 인

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5.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무선 통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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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부에 의해 복조된 데이터를 입력하며,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무선 통신 제어부

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데

이터를 복호화하는 은닉 처리를 행하며, 처리한 데이터를 무선 통신 제어부로 출력하는 은닉 처리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단말 인터페이스부

를 포함하며,

상기 은닉 처리부는,

입력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난수 열을 데이터의 입력 전에 생성하여 출력하는 복호화기와,

복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난수 열을 데이터의 입력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난수 열 기억부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와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된 난수 열을 연산하여 평문을 출력하는 연산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6.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무선 통신부와,

무선 통신부에 의해 복조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무선 통신 제어부

와,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데

이터의 개찬을 검증하는 완전성 보증 처리를 행하며, 처리한 데이터를 무선 통신 제어부로 출력하는 완전성 보증 처

리부와,

무선 통신 제어부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단말 인터페이스부

를 포함하며,

상기 완전성 보증 처리부는,

무선 통신 제어부로부터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복수 통합하여 입력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기억부와,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복수의 데이터에 대하여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완전성 인증자를 생성하고 복수의 완전성 인

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7.
평문을 입력하기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고, 생성한 난수 열을 미리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하며,

난수 열 생성의 개시 이후 평문을 입력하고, 입력한 평문과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미리 기억한 난수 열을 연산하여 

암호문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방법.

청구항 18.
암호문을 입력하기 전에 난수 열의 생성을 개시하고, 생성한 난수 열을 미리 난수 열 기억부에 기억하며,

난수 열 생성의 개시 이후 암호문을 입력하고, 입력한 암호문과 상기 난수 열 기억부에 미리 기억한 난수 열을 연산하

여 평문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방법.

청구항 19.
X(X≥2)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 기억부에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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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기억부가 기억한 X개의 데이터와 X개의 제어 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X개의 데이터에 대한 X개의 완전

성 인증자를 생성하고, X개의 완전성 인증자를 통합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성 인증자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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