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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암호법에서 사용하는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는 큰 B비트의 암호키로부터 감소된 키공간 키의 일
부를 발생시키기 위한 키 발생기를 포함한다.  키의 일부는 큰 뚜렷한 작업인자를 가진 암호키를 제공하
기 위해 비밀 해쉬 또는 분배키에 따라 B비트의 키공간으로 랜덤하게 분배된다.  작업인자는 주어진 키 
비트 길이에 대해 가능한 다른 키의 수에 의존하고, 적대적인 공격자가 디코드하기 어렵게 한다.  비밀 

해싱키를 알지 못하면, 암호키의 작업인자가 S=2
B
까지로 나타나고, 공격자는 확실한 특정키를 결정하기 위

해 2
B
까지 추측해야 한다.  이러한 난해성은 공격자가 시스템을 침범하기에 컴퓨터학적으로 어렵게 한다.  

그러나, 비밀 해싱키를 알고 있다면, 작업인자는 현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시스템의 보호수준 또는 강
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정부의 수입 또는 수출 규정을 만족시킬수 있는 충분히 작은 레벨로 작업인자를 감
소시킬 수 있다.  단일 암호키 발생기(엔진)는 다른 작업인자가 요구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용이하게 적용
되어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암호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은폐된 작업인자를 가진 암호키를 발생시키는 방법 및 장치
에 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공격자(attacker)에 대해 뛰어난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매우 명백한 작업인
자를 제공한다.  동시에, 비밀분배키(secret distribution key)를 제공하여, 작은 작업인자를 정부의 에
이전시(agency)에게 제시한다.

배경기술

암호시스템은 데이타를 보호하는 데 암호키를 이용한다.  클리어 텍스트(clear text)가, 발신기에서 알려
진 적어도 1개의 암호키를 사용하여 암호텍스트로 변환되고, 암호텍스트의 해독에 사용되는 수신기로 전
송된다.  암호키의 크기는 암호시스템에 제공된 안전레벨의 1개의 단위이다.  예컨대, 공통적으로 사용된 
데이타 암호화 표준(DES)에 있어서, 키의 길이는 56비트이다.  따라서, 각 비트는 2개의 가능한 값 중 하

나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 접근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암호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2
56
번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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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공략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키발생 시퀀스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키는 
시행착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종종 변경된다.  키발생비는 암호의 민첩성의 단위이다.  키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키의 변경은 키의 발견을 더욱 어렵게 한다.  예컨대, 보안 침해가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는 2시간의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단지 1개의 키를 제공해도 된다.  대신에, 보안이 중요한 곳에
서는 각 초마다 새로운 키가 발생되어도 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암호시스템의 일반적인 동작동안, 
공격자가 어떤 암호키의 시퀀스로 접근할 수 있었다.  예컨대, 공격자는 정보서비스의 합법적인 가입자가 
되어 키의 시퀀스에 접근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서, 공격자는 많은 유효한 암호키를 관찰하고 수집할 
수 있었다.  그 다음 공격자는 이 키들을 이용하여 키발생 방법을 추측 또는 추정할 수 있었다.

가능한 키의 수가 비트의 길이로 증가하기 때문에, 암호키의 비트 길이가 더 길어지면 질수록, 키시퀀스
를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긴 비트 길이를 가진 암호키가, 일반적으로 더욱 보
안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암호보안 시스템은 정부당국자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국가마다 법이 다르지만 거의 모든 산업국가는 그들 국경을 통과하는 보안에 관련된 상품의 레벨을 조절
한다.  미국을 위시한 어떤 나라들은 수출만 조절하는 반면,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수출 및 수입을 조
절한다.  암호를 사용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외국시장에 그들의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더욱이, 종종 제작자는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상품의 다른 버전을 생산해야 한다.  이것은 개발 비용 및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암호의 강도(strenth)는 키의 비트의 수 및 가능한 유일한 키의 수를 제한함에 의해 제어된
다.  예컨대, 56비트 키가 16비트를 상수로 고정시킴에 의해 40비트로 감소되다면, DES 알고리즘은 위성 
텔레비젼 조건적 접근 지원에 대해 수출될 수 있었다.   비슷하게,  DVB  커먼 스크램블링 알고리즘(DVB 
Common Scrambling Algorithm)에 있어서, 64비트 키의 16비트를 고정시킴에 의해 48비트로 감소될 수 있
었다.  그러나, 암호키 비트 길이를 감소시킴은 정부의 관계당국을 만족시키는 반면, 종래시스템의 암호
강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쉽게 간소화될 수 있고, 적대적 공격자를 
방어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약화되지 않는 암호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스템은 정
부의 에이전시에 제시된 수준보다 공격자에 대한 보안에 더욱 뛰어난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더욱이, 시
스템은 제작시간에 있어 단순한 재프로그래밍에 의해 다른 키 비트길이 요구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
의 암호화 엔진을 포함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있어서, 가능한 암호키 조합의 수는 공격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감소될 수 있다.  키
는 뛰어난 보안수준을 제공하고 공격자의 해독작업을 어렵게 하는 긴 비트길이를 가진다.  비밀분배키를 
제공함으로서, 정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낮은 보안레벨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키조합(예컨대, 키
공간(key space) 크기)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  특히, 예컨대 B=56비트의 긴 키 길이가 사용된다.  비빌

분배키를 제공하여, S=2
56
의 이용 가능한 키조합이 키조합의 예컨대 W=2

40
의 부분으로 감소될 수 있다.  키

의 큰 세트중 단지 일부가 사용된 점을 은폐시키기 위해, 선택된 일부는 공격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랜덤

프로세스(random process) 또는 어떤 다른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키의 전체 세트에 분배되어 진다.  2
40 
까

지 56비트 키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를 암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될 수 있다.

정부의 에이전시는 사용되는 전체 가능한 2
56
키 중에서 2

40
키를 통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격자는 키의 일부만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비록 공격자가 2
56
 키의 일부만이 사용된다

는 사실을 알더라도,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에이전시는, 예컨대 56비트 키의 240개
의 포괄적인 목록, 또는 비밀키 또는 이러한 목록의 생산을 허락하는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 소정시간에 
사용되는 키를 결정할 수 있다.  가능한 다른 키의 수에 의해 작업인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목록상의 

키의 비트길이에 상관없이, 정부의 에이전시는 작업의 동일한 결과 또는 '작업인자'(예컨대, 수행 W=2
40
 

시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상기 예에 있어서, 공격자는 모든 2
56
개의 56비트 키를 조사할 필

요가 있고, 이것은 정부의 에이전시를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업인자는 암
호시스템의 키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시도의 평균으로서 판단될 수 있다.  작업인자는, 예컨
대 키가 특정한 차수(예컨대, 임의가 아닌), 특정한 시작점, 특정한 시퀀스로 발생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에 대해서는 더 작아진다.

공격자는 56비트 키에 의해 제공된 것과 동일한 난이도를 가지지만, 정부의 에이전시는 40비트 키에 의해 
제공된 난이도를 가진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의 목적은 정부의 규정에 적합한 반면 필요한 암호의 강도
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전체 세트중에서 암호키의 일부를 발생시키는 키시퀀스 발생기를 제공하는 것이

다.  특히, 가능한 2
B
개의 암호키 중에서 2

B-F
개의 암호키를 발생시키는 키 발생기는, 2

B-F
비트 키에 일치하

는  키공간을 2
B
비트  키에  일치하는  큰  키공간으로  임으로  분배하는  해싱  알고리즘으로서  비밀 더블

(double) 또는 트리플(triple) EDS 키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2
B-F
 개의 별개의 키가 정부의 에이전시에 의해 요구된 바와 같이 제공될 수 있고, 따

라서 큰 메모리에 키를 저장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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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암호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암호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키시퀀스 발생기 방법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키시퀀스 발생기의 블록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잠재적인 적대적 공격자에 대해서는 많은 작업인자를 제공하지만, 정부의 규정에 적합한 작은 
작업인자를 제시할 수 있는 암화키를 발생시키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B비트  크기의  키를  사용하는  암호법은 S=2
B
 개의  가능한  유일한  키를  가진다.   이용가능한  키의 

수(예컨대, 키공간)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유효한 수명보다 더 많다.  키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
에 이것이 바람직하고, 많은 사용되지 않은 키가 항상 남아있어야 한다.  암호법은 초당 R개의 키(keys 
per second : kps)의 비로 새로운 키로 변경시킨다.  시스템에 유용한 수명이 Z초일 때, 어떤 경우에 몇 
년 주기로 일치할 수 있고, 시스템 수명동안 사용된 키의 전체 수는 RZ이다.  RZ는, 많은 사용되지 않은 
키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키의 전체 수 S 보다 더 적어야 한다(예컨대, RZ << S).  시스템의 수명 
RZ가 경과한 후에, 시스템은 폐기되어져야 하고, 추가의 키가 발생되지 않는다.

공격자 또는 시스템키의 공격자는 따라서 R kps의 비로 새로운 키를 얻을 수 있다.  시간 주기 t가 경과
한 후(t<Z), 업저버(observer)는 많아야 Rt개의 키를 볼수 있을 것이다(여기에서 Rt<RZ<<S).  시스템의 
강도는, 이러한 Rt개의 키를 관찰하는 공격자에 의해 획득된 것과 직결된다.  만약, Rt개의 키가 어떤 추
정 또는 모든 키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공격자는 시스템의 남아 있는 수명
동안 모든 나머지 키들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손상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B비트의 길이 및 2
B
개의 가능한 암호키의 조합을 가지는 암호키의 암호시스템에 대해서, 본 

발명은 비밀분배키, 2
N
 = 2

B-F
 키의 조합이 유도될 수 있는 감소된 수의 암호키의 조합을 시스템에 제공한

다.  감소된 키조합의 수는 각 키에서 B비트중 F개를 고정시킴으로서 유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
템이 알려진 값으로 고정된 키비트의 F개의 수를 가진다는 사실을 숨기기는 어렵다.  즉, F개의 고정된 
비트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N=40비트(F=16)로 감소된 B=56비트를 가진 DES 키는, 2 내지 3개
의 키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F비트를 가지는지 아닌지가 관측된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연속의 
B=56비트 워드가, 각 워드의 마지막 F=16비트가 '0'으로 고정된 위치가 우연히 관측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특히 관측 M의 수와 함께 일치하는 동일한 F비트의 확률 P는 2
-MF

이고, M=3의 관측을 가진 40비트 

DES 키에 대한 확률은 P=3.55x10
-15
이다.  역으로, 일치하지 않는 동일한 F비트의 확률은 

P=99.9999999999996%이다.  따라서, 공격자는 매우 조금 관찰을 한 후 고정된 비트의 위치 및 수를 인지
하고, 그의 작업인자를 감소시키는 공략계획을 조정한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Rt개의 키는 공격자가 매우 작은 t값에 대해 모든 키가 단지 40비트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알려지면, 공격자는 확실한 키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측의 수가 

2
B
에서 2

B-F
로 감소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40비트 DES예에 대해서, 이것은 공격자에게 99.9984741%노력을 

감소시키는 이익을 준다.

설명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부의  에이전시는  적어도  40비트  키시스템에  일치하는  작업인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40비트키 작업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그 사실을 공격자가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암호키의 키공간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공격자가 비록 알더라도, 공격자는 이 감소
를 행하는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에이전시에게는 단지 40비트의 작업인자를 가지
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공격자는 56 내지 64비트의 많은 키의 작
업인자로 시스템에 접근해야 한다.

시간 t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전체 키가 Rt이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보호 인자 P에 의해 작업인자 W > Rt
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암호법의 유효한 수명에 대해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하기 위해 W > 

RZ(Z는 수명)를 가져야 한다.  Z=10년 또는 3.15x10
8
초(8.75x10

4
일)로 가정하면, 아래의 표 I에 나타낸 바

와 같이, W의 한계는 W>PxRx3.15x10
8
이 되고, 역관계는 P=W/(Rx3.15x10

8
)이다.

10년의 수명 Z로 가정한 표 I은, 키의 변경 R의 비, 및 정부의 규정에 의해 규정된 작업인자 W에 대한 보
호인자 P를 나타낸다.  나타낸 바와 같이, 키의 변경 R의 비는 주어진 다수의 이용가능한 키에 대해 보호
인자 P에 역비례한다.  W 또는 S와 같이 이용가능한 유일한 키의 수는, 키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작업량
을 나타내기 때문에 작인인자와 일치한다.  예컨대, 작업인자 W와 함께, 각 키는 W개의 가능한 변수중 1
개를 추측할 수도 있다.  P는, 암호법의 수명을 넘어 가시적인 키의 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키의 수의 비

이다(예컨대,  P=W/RZ).   예컨대, W=2
40
개의  이용가능한  키를  가진  40비트  DES  시스템에  대해서,  변경 

R=0.01 kps의 키비이고, 수명 Z=10년이고, 보호인자 P=3.5x10
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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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수명동안 사용되지 않은 키의 수를 유지시키고, 키의 반박을 피하기 위해 많은 보호인자를 가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어진 W에 대해서, 작은 R이 이용하려는 공격자에게 소수의 키를 제공하
고, 짧은 수명 Z가 시스템을 손상시키려는 공격자의 이용가능한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변경 R 또는 
수명 Z의 작은 비로서 뛰어난 보안성이 제공된다.  대신에, 큰 W는 또한 큰 보호인자 P를 야기시킨다.

정부의 에이전시가 비교적 작은 W의 값(예컨대, W=32)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하라.  이 

경우에 있어서, S개의 가능한 키로부터 2
32
까지의 별개의 암호키가 이용가능하다.  작은 W로서,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될 수 있고, 시스템은 퇴보된다.  따라서, 작은 보호인자를 가지지만, 만약 W가 매
우 작다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져야 한다.

본 발명은 이용 가능한 키의 수를 제한함으로서 정부의 규정을 따르면서 충분히 큰 보호인자 P를 유지한

다.  단지 2
N
개의 별개의 키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키는 실제로 길이 B를 가지지만 유효한 길이 N만을 

가지게 제공된다.  정부의 에이전시에게는 2
N
개의 키의 목록을 결정하는 비밀분배 또는 해쉬(hash)키와 같

은 정보가 주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은 B비트 키가 B비트 키보다 N비트 키로 결합된 작업인자를 가진다

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고정된 F비트로서, 단지 W=2
B-F
=2

N
개의 별개의 키가 

S=2
B
 대신에 가능하다.  구성의 검색을 방어하기 위해, 각 키에 동일한 F비트가 고정될 수 없다.  정부의 

에이전시는, S개의 가능한 키로부터 선택된 W개의 키의 목록을 제공함에 의해 마치 W개의 가능한 키를 가
진 것처럼 시스템을 디코드할 수 있다.  암호법에 사용된 모든 키가 목록에 올라있다면, 키를 디코드하는 
데에는 W번 만큼의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40비트의 DES 키에 대해, W=240=1x1012 비트, 즉 팔백만 메가바이트의 저장용량이 필요하게 됨으
로 W 키를 저장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키를 저장하지 않고 W키의 전체의 목록을 아는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암호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정보소스(information source ; 110)는 암호화를 위해 
라인(112)을 매개로 클리어 텍스트 정보시퀀스를 암호화기(115)로 제공한다.  정보시퀀스는 예컨대, 2진 
데이타의 스트림으로 구성될 수 있다.  키 시퀀스 발생기(125)는 라인(127, 129)을 매개로 다수의 암호키
(프로그램 키)를  암호화기(115)로  제공한다.   프로그램 키는  라인(137)을  매개로  접근  제어키 발생기
(135)에 의해 제공된 접근 제어키의 제어하에서 암호화기(130)에 의해 암호화된다.  다음에, 암호화된 프
로그램 키는, 라인(132)을 매개로 암호텍스트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 키가 멀티플렉스되어, 수신기 또는 
저장 매체상으로 전송을 위해 암호화된 데이타 스트림을 제공하는 멀티플렉서(120)로 보내어 진다.

동작에 있어서, 키 시퀀스 발생기(125)는 프로그램 재료(110)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키의 시퀀스

를 발생시킨다.  키는 S=2
B
까지의 작업인자로서, 유일하고 B비트를 가진다.  예컨대, B=56로서, 2

56
까지 

별개의 키가 생산될 수 있다.  발생기(135)로부터 접근 제어키는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가입자에게 분배
된다.  예컨대, 접근 제어키는 월 주기로 변경되고 유료 가입자에게 분배되는 키일 수 있는 반면 프로그
램 키는 각 초당(R=1 kps) 한 번씩 변경되며, 정보소스와 함께 암호화된 형태로 분배된다.  본 발명은, 
키 시퀀스 발생기(125) 또는 접근 제어키 발생기(135)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 발생 시스템에서 부
분적으로 실시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해독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암호텍스트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 키를 포함하는 암호
화된 데이타 스트림이 디멀티플렉서(210)에 수신된다.  디멀티플렉서(210)는 라인(214)을 경유하여 암호
텍스트를 해독기(210)에 제공하고, 프로그램 키가 라인(212)을 매개로 해독기(230)에 제공된다.  해독기
(230)는 프로그램 키를 해독하고, 라인(232)을 매개로 프로그램 키를 해독기(220)에 제공한다.  해독기
(220)는 암호텍스트를 해독하여 클리어 텍스트 정보시퀀스를 복구한다.  해독기(230)는 접근 제어키 발생
기(240)에 의해 라인(242)을 매개로 제공된 접근 제어키의 제어하에서 동작한다.  접근 제어키 발생기는 
터미널(250)을 매개로 수신된 입력신호에 응한다.  이 신호는 발신기로부터 수신기에 암호화된 데이타 스
트림으로서 전달되거나 분리 키 분배시스템(도시되지 않음)을 매개로 전달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키 시퀀스 발생 방법의 블록도이다.  블록(310)에서, S=2
B
까지의 작업인자를 가지

는 제 1B비트 키는, 예컨대 랜덤(random) 또는 넌랜덤(non-random) 키 발생기를 이용하여 발생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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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블록(320)에서, 키공간은 결합된 W=2
N
까지의 작업인자로서 S비트 키의 키공간으로부터 N비트 키의 

키공간까지 감소된다.  예컨대, B=56, S=2
56
, W=2

40
이다.  블록(320)은 예컨대, AND 기능(''ANDing'), OR 

기능(''ORing'),  해싱,  공용키(public  key)  암호화,  누승법(exponentiation),  목록  배치,  부울 연산
(boolean operation), 산술 연산, 모듈로 동작(modulo operation), 및 감소된 키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테
이블 룩업 동작을 이용한다.  함수(320)는, 키를 디코드하기 위해 되어져야 하는 작업량을 나타내는 작업
인자 W에 대응한다.  필요한 작업인자 W는 정부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블록(330)에서, N비트 키의 키공간은 B비트 키공간의 키공간으로 분배되어 2
N
개의 별개의 B비트 

키까지  제공된다.   B비트  키공간은  키를  구성할  수  있는  B비트의  모든 2
B
개의  가능한  시퀀스로 

이루어진다.  ANDing, ORing, 해싱, 공용키 암호화, 누승법, 목록 배치, 부울 연산, 산술 연산, 모듈로 
동작, 및 B비트의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테이블 룩업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분배가 이
루어진다.  나타낸 실시예에 있어서, 블록(330)은 해싱키 K를 이용한다.  블록(340)에서, B비트 키는 암
호정보로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라, 각 키는 B비트를 가지기 때문에, 시스템을 디코드하는 작업인자는 

공격자기 해싱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S=2
B
개로 나타내어진다.  그러나, 해싱키를 알고 있는 정부의 에이

전시는 단지 W=2
N
개의 작업인자를 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인자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작업인자

를 감소시키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

K를 해싱한 후에 키출력을 관찰한 공격자는 K를 알지 못하고서는 단지 W의 유일한 키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다.  더욱이, 만약 분배 해쉬 기능이 1가지 방법의 기능이라면, 유일한 키 W의 수는 K가 알려지더라도 
결정될 수 없다.  이것은 공격자가 키의 수를 추측하도록 하고, 그의 관측을 비교하기 위해 전방으로 해
쉬하도록 한다.  공격자는 관측된 키를 기초로 키의 수를 추측할 수 없고, W보다 더 큰 작업량 S에 기대
해야 한다.  키에서의 고정된 비트의 사용에 기인하는 시스템의 강도에서의 감소는 공격자에게는 관측되
지 않는다.

도 3은 S 키의 일부로서 W 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반면, 실제로는 암호화에 사용된 W 키를 
제공하는 모든 W 키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주시하라,  즉, 키-바이-키(key-by-key)베이스로 
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단일 비트 키는 블록(310)에서 발생될 수 있다.  키공간은 블록
(320)에서 N비트로 감소될 수있다.  블록(330)에서, 해싱키의 제어하에서 B비트로 맵핑(mapping)되고, 거
기에서, B비트의 뚜렷한 크기 및 N비트의 유효한 크기를 가진 B비트 키를 제공한다.  블록(340)에서, 새
로운 B비트 키는 정보의 암호화에 사용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키 시퀀스 발생기의 블록도이다.  키 시퀀스 발생기는 키 발생기, 키공간 감소기, 
및 키 값 해쉬함수로 이루어져 구성된다.  초기화 벡터(initialization vector ; IV)는 터미널(402)로 입
력된 다음 스위치(410)의 터미널(405 및 415)을 매개로 DES 키 발생기(420)에 제공된다.  DES 키 발생기
(420 및 425)는 터미널(422 및 424)을 매개로 키 1 및 키 2를 각각 수신한다.  IV, 키 1 및 키 2가 정부
의 에이전시에게 알려지고 공급된다.  DES 발생기(420)는 IV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키를 발생시키고, DES 
발생기(425)는 라인(427)을 매개로 AND 기능(435)에 제공되는 다른 키를 발생시킨다.  DES 발생기(420)는 
라인(428) 및 터미널(415)을 매개로 피드백신호로서 DES 발생기(425)의 출력을 수신하고, 계속해서 추가
의 키를 발생시킨다.

키공간 사이즈 입력 변수(예컨대, 비트의 시퀀스)는 터미널(430) 및 라인(432)을 매개로 AND 게이트(43
5)에 제공된다.

N은 입력 변수의 주어진 시퀀스에서 1개의 수를 나타낸다.  라인(432)상의 입력변수 비트가 1개 일 때, 
라인(427)상의 비트는 변화되지 않은 AND 게이트(435)를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입력 변수가 '0'일 때, 
라인(427)상의 비트는 AND 게이트(435)에 의해 '0'로 설정될 것이다.  DES 발생기(420 및 425)를 포함하

는, 도 4의 키 시퀀스 발생기의 키 발생기부는 명확한 프로그램머블 키를 2
B
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B는 

예컨대 64자리 이하의 정수이다.  특히, B=64로서, 키 발생기는 고정되고 공지된 IV 및 키 1, 2의 제어하

에서 임의의 64비트 값을 2
63
까지 공급할 수 있다.  키공간 감소기 AND 게이트(435)는 발생기로부터의 출

력값을 {0:2
64
-1}에서 {0:2

N
-1}까지 감소시키고, 여기에서 N=B-F 는 키공간 크기 입력 변수에서 1개의 수

이다.  예컨대, F=16개의 고정된 비트, N=64-16=48개의 비트이다.

키 발생기부는 2개의 DES 발생기(420 및 425)가 있기 때문에, 더블(double) DES 동작을 수행한다.  이 시

스템은 소위 'meet-in-the-middle' 공격에 이론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공격은 2
68
 또는 

2.95x10
20
바이트의 저장 메모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미래에나 가능해 진다.  이러한 추상적인 관련을 피하

기위해 트리플(triple) 동작을 제공하는 추가의 DES 발생기가 제공될 수 있다.

AND 게이트(435)로부터 감소된 출력 키가 라인(437)을 매개로 키 값 해쉬부로 제공된다.  특히, 키는 터
미널(440)을 매개로 제공된 키(3)에 반응하는 DES 발생기(450)에 의해 수신된다.  DES 발생기(450)는 터
미널(445)을 매개로 제공된 키 4에 반응하는 DES 발생기(455)에 키를 제공한다.  키 3 및 키 4는 관련된 
정부의 에이전시에게 알려져 있다.  키는 라인(456)을 매개로 애더(adder ; 460)에 제공된다.  애더(46
0)는 라인(457)을 매개로 피드포워드(feed-forward)신호를 수신하고, 라인(456)을 매개로 최종 B비트의 
암호키를 출력한다.  B=64로서, 라인(465)을 매개로 64비트의 키가 제공된다.  선택적으로, 드롭 바이트
(Drop Byte) 기능(470)은 라인(467)을 매개로 64비트 키를 수신하고, 라인(475)을 매개로 56비트를 제공
하기 위해 8비트를 탈락시킨다.  이 방법에 있어서, 정부의 규정에 의해 요구된 다른 키 크기를 동일한 
암호 엔진이 제공할 수도 있다.  암호키는 도 1의 암호화기(115)와 같은 암호화기에 의해 이용된다.

고정되고 공지된 키 3 및 키 4의 제어하에서 더블 DES 키 값 해쉬는 2
B
 값으로 임의적으로 감소된 2

N
 키의 

세트를 분배하고, 공격자가 예측을 할 수 없게 한다.  단일 출력의 64비트 미만을 사용하거나, 64비트 이
상의 결합 키로 다중 출력을 이용하여, 어떤 크기의 키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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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이용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정부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업인자를 감소시키면서도 암호법의 보호인자는 
유지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시스템이 제작될 때 단지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
서, 국내 및 국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암호 엔진을 가진 암호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S까지 가능한 B비트 
키로부터 임의적으로 N비트 키를 선택하는 암호 분배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N은 B보다 
작다.  N비트 키의 키공간은, B비트 키에 대응하는 키공간으로 임으로 분배되어 분배 기능에서 사용된 암
호키를 알지 못하고서는 고정된 비트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선택 및 분배는 또한 넌랜덤(non-random)하다.  더욱이, 분배 기능의 인식은 그것이 사용되는 키의 인식
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

본 발명은 다수의 특정한 실시예에 관해 설명되었지만, 청구항에 기술된 본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
지 않고 다양한 수정 및 응용이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각 키에 있어서, 비트의 수가 변할 수도 있다.  
더욱이 대응하는 다수의 비밀 분배키를 제공함에 의해 2개 이상의 다른 작업인자를 가진 키를 제공하는 
발명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본 발명은 DES에 대한 키암호법에 관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공용키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른 암호법에도 또한 적용가능하다.  공용키 시스템에서, 비트 크
기 및 키공간 사이의 관계는 좀더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DES 시스템과 같은 대칭블록 암호(symmetric 
block cypher)에 비하여, 동일한 키공간 크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용키의 비트 길이는 몇 배가 더 길어
야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키 발생기 구성에 따라 제 1키를 발생시키는 단계;

키공간 감소구성에 따라 상기 제 1키의 키공간을 감소시키는 단계;

상기 암호키를 제공하는 한쪽 방향만의 키공간 분배 기능에 따라 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큰 키공간으로 분
배하는 단계;

상기 암호키가 상기 키공간 분배 기능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 결합된 제 1작업인자를 가지는 단계;

상기 암호키가 상기 키공간 분배 기능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 상기 제 1작업인자보다 작은 결합된 제 2
작업인자를 가지는 단계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
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큰 키공간은 상기 제 1작업인자를 나타내고;

상기 감소된 키공간은 상기 제 2작업인자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
공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작업인자는 대체로 상기 감소된 키공간의 작업인자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키 발생기구성은 상기 제 1키를 임의로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
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키공간 감소계획은 디지털 논리 기능으로 상
기 제 1키를 수행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키공간 분배 기능은;

제 2키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 2키에 따라 감소된 키공간을 상기 큰 키공간으로 분배하는 단계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키공간 분배 구성은 상기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상기 큰 
키공간으로 임의적으로 분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
하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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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키공간 분배구성은 상기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논리 기능으로 상기 감소
된 키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감소된 비트 길이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암호키로부터 비트를 탈락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키공간 크기 입력 변수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입력 변수에 따라 상기 감소된 키공간의 크기를 제어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키공간 감소계획은;

(a)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 1키와 상기 입력 변수의 논리곱; 또는

(b)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 1키와 상기 입력 변수의 논리합 중 적어도 1개를 구비하
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키는 B비트 키이고, 상기 제 1작업인자는 S=2
B
보다 더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에 있어서, 상기 감소된 키공간은 (B-F)비트 키의 키공간과 일치하고,

상기 제 2작업인자는 W=2
B-F

보다 더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4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에 있어서,

키 발생기 구성에 따라 제 1키를 발생시키는 키 발생기;

키공간 감소구성에 따라 상기 제 1키의 키공간을 감소시키는 상기 키 발생기와 효과적으로 결합된 키공간 
감소기; 및

상기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한쪽 방향만의 키공간 분배 기능에 따라 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큰 키공간으
로 분배하기 위한 상기 키공간 감소기와 효과적으로 결합된 키 분배기를 구비하여,

상기 암호키는 상기 키공간 분배 기능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 결합된 제 1작업인자를 가지고,

상기 암호키는 상기 키공간 분배 기능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 상기 제 1작업인자 보다 작은 결합된 제 
2작업인자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큰 키공간은 상기 제 1작업인자를 나타내고, 상기 감소된 키공간은 상기 제 2작
업인자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작업인자는 상기 감소된 키공간의 작업인자와 대체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키공간 감소기는, 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논리 기능으로 상
기 제 1키를 수행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키공간 분배기는, 상기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논리 기능으로 상기 감소
된 키를 수행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
치.

청구항 19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키공간 감소기로 키공간 크기 입력 변수를 제공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입력 변수에 따라 상기 키공간 감소기는 상기 감소된 키공간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
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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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키공간 감소기는;

(a)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 1키와 상기 입력 변수를 논리곱하는 AND 게이트와

(b)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 1키와 상기 입력 변수를 논리합하는 OR 게이트 중 적어
도 1개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21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 1암호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암호키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 1암호신호에 반응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암호키는 상기 제 1암호신호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 결합된 제 1작업인자를 가지고,

상기 암호키는 상기 제 1암호신호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 상기 제 1작업인자 보다 더 작은 결합된 제 2
작업인자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22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는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암호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암호신호에 따라 상기 암호키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암호키는 상기 제 1암호신호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 결합된 제 1작업인자를 가지고;

상기 암호키는 상기 제 1암호신호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 상기 제 1작업인자 보다 더 작은 결합된 제 2
작업인자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 단계는, 암호화된 감소된 키를 제공하기 위해 키를 상기 감소된 키공간으로 
암호화는 단계; 및

상기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암호화된 감소된 키(ii)와 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가진 상기 키(i)를 
결합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키를 사용하여 데이타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암호화된 데이타를 해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암호키를 통신 채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구비
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키 분배기는, 암호화된 감소된 키를 제공하기 위해 키를 상기 감소된 키공간으로 
암호화하는 수단; 및

상기 암호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암호화된 감소된 키(ii)와 상기 감소된 키공간을 가진 상기 키(i)를 
결합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 정보처리용 암호키를 제공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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