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호 기반 McEliece 암호 체계와 안전성 분석

요 약

오류 정정 부호(error-correcting code)를 사용하는 

McEliece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전한 공개키 암호 

기법으로서 주목 받아왔다. 본고에서는 McEliece 암호 체계에 

사용되는 오류 정정 부호와 그 조건, 암호 체계의 구조와 그 발

전 과정 및 응용을 알아보고, 안전성 분석에 대해 소개한다.

Ⅰ. 서 론

통신문을 부호화(encoding)하여 통신로를 통하여 전달하면 

송신된 통신문에 오류가 포함되어 수신자에게 도착한다. 이 경

우 오류를 정정하여 원래의 통신문으로 복호(decoding)할 수 

있는 체계를 적용하여 사용한다. 이를 이용하여 오류를 제대로 

정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통신문을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암호 체계가 제안되었다.

1987년에 처음으로 제안된 McEliece 암호 체계는 효율적인 복

호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오류 정정 부호를 비밀키로 사용하는 공

개키 암호 체계이다[27]. McEliece는 체계에 선형 오류 정정 부

호의 하나인 Goppa 부호(code)를 사용했다. 그러나 효율적인 복

호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모든 오류 정정 부호를 암호 

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Goppa 부호 대신 GRS[37], 

Gabidulin, Reed-Muller, LDPC 등의 다른 오류 정정 부호들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각 부호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밀키를 숨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29].

McEliece 암호는 비밀키의 크기가 다른 공개키 암호 체계에 

비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양자 컴퓨터 환

경에서 소인수분해와 이산로그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Shor

의 알고리즘이 제안되어[36] RSA 암호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이 밝혀졌지만 McEliece 암호 체계는 격자 암호나 다변량 

암호와 함께 양자 컴퓨터의 출현 이후에도 쓸 수 있는 암호로 

생각되기 때문이다[29].

본고에서는 McEliece 암호 체계와 그 변형들 및 응용에 대해 

서술하고, 공격 알고리즘을 통한 안전성 분석을 정리하였다.

Ⅱ. McEliece 암호 기법과 발전

본 장에서는 McEliece 암호 체계의 기법과 장점 및 한계점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 McEliece 암호 기법을 이용

한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McEliece 암호 체계는 부호이론을 기

반으로 설계되었는데 본고에서는 부호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하지 않고 필요한 몇 가지 정의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다음을 만족하는 이진행렬 가 존재할 때, 를 선형부호

(linear code)라고 하고, 이 때 를 홀짝검사 (parity-check)

행렬이라고 한다[33].

 통신상에서는 이진(binary) 선형부호를 사용하는데, 부호화

(encoding) 된 통신문이 통신로를 지나갈 때 오류(error)를 동

반하게 된다. 수신된 부호어가 오류를 포함하게 되면 이를 정정

하여 복호(decoding)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복호 

능력을 가진 부호(code)를 오류 정정 부호(error-correcting 

code)라고 한다.

주어진 두 부호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자리의 개수를 

Hamming 거리(Hamming distance)라고 하고, 주어진 부

호에서 0이 아닌 자리의 개수를 Hamming 무게(Hamming 

weight)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Hamming 부호 중 

(7,3,4)-Hamming 부호가 좋은 오류 정정 부호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7,3,4)-Hamming 부호는 한 개의 오류만을 허용

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 암호체계에서 사용하기에는 안전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진 Goppa 부호 중 기약(irreducible) 다항식을 사용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13].

이향숙, 임수민, 임희진  

이화여자대학교 

JUNE·2015 | 23

오류정정부호의 응용 편집위원 : 송홍엽(연세대)



- 최소 거리의 하계를 계산하기 쉽다.

- Goppa 다항식 생성에 대한 정보를 알면 효율적인 오류 정

정이 가능하다.

- Goppa 다항식 생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효율

적인 오류 정정 알고리즘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특징들에 의해 기약 이진 Goppa 부호는 암호 체계

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McEliece 암호의 기본 기법

1978년 McEliece에 의해[27] 이러한 Goppa 부호를 오류 정

정 부호로 사용한 공개키 암호 체계가 다음과 같이 키 생성(Key 

Generation), 암호화(Encryption), 복호화(Decryption)의 구

성으로 제안되었다[13].

McEliece 기본 암호 기법

▹시스템	파라미터:	 인	자연수	 ,	

▹키	생성:	주어진	 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렬을	생성한다.

					– :	최소거리가	 인	

						이진	부호	 에	대한	 -생성행렬

					– :	임의의	 × -이진	정칙행렬

					– :	임의의	 × -순열행렬

			이	때	 	를	계산한다.

			▹공개키:	

			▹비밀키:	 .	이	때	 는	 에	

							대한	효율적인	복호	알고리즘이다.

▹암호화:

					–	 	:	암호화	할	평문

					–	 	:	무게	 의	임의	벡터

			이	때	암호문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복호화:	먼저	 	를	계산한	후,	복호	

알고리즘	 를	Hamming	거리가	 인		 	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	정칙인	 	의	부분집합을		 	라	하면,	다음과	

같이	평문	 을	얻을	수	있다.

.

처음 제안된 McEliece 암호 체계[27]에서 제시한 이진 부호 

는 (1024,524,50)-Goppa 부호이다.

이 구조에 생성행렬 대신 홀짝검사행렬을 사용한 

Niederreiter 공개키 암호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는 knapsack 

type에 속한다. McEliece 암호 체계와 Niederreiter 암호 체계

의 안전성은 동치인 것으로 증명되었다[24].

2. 기존의 McEliece 기법의 장점과 한계

인수분해 문제나 이산로그 문제에 기반을 둔 기존의 공개키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알려진 

데에 반해, McEliece 설계는 최근까지도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

전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9].

하지만 McEliece 설계에서 공개키를 생성할 때 Goppa 부호

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McEliece 암호 체계의 공개키의 크기

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9]. 초기에 McEliece 암호 

체계가 제안되었을 때에는 공개키의 크기가 큰 성질이 당시의 

컴퓨터 기술에서 실제로 이 체계를 사용할 때 너무 많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약 30년이 지난 

현재의 컴퓨터 기술에서는 소요되는 용량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 하지만 공개키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McEliece 암

호 체계의 효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여전히 공

개키의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3].

3. McEliece 암호 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

McEliece 암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2000년대에 이

르러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키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과 안전성에 있어서 의미

론적으로 안전(semantically secure)하도록 설계를 고치는 방

향이 있다.

공개키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Goppa 부호의 

자기동형군(automorphism group)을 이용[25]하거나 준순환

(quasi-cyclic) 부호를 이용[19]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자기동

형군을 이용한 방법은 깨졌지만[22] 대신 Goppa 부호의 부분

류(subclass)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Goppa 부

호의 부분류를 사용할 때는 비밀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이

용한 구조 공격(structural attack)에 취약해진다는 단점[14]을 

가지게 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Generalized Srivastava 부호

와 같이[32] Goppa 부호에서 특별한 매개변수를 선택(special 

parameter selection)하면서 가지는 상위 류(class)로서의 부

호를 적용하여 공개키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구조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준순환 부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29]. 최근의 연구 중 MDPC(Moderate 

Density Parity-Check) 부호를 사용한 McEliece 암호 체계의 

설계를 제안한 논문[28]에서는 MDPC 기법을 통해 안전성 수준

을 높였을 뿐 아니라 준순환 구조를 적용함으로서 80 비트의 안

전성 수준(security level)을 가지는 공개키의 크기를 4801 비

트까지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의미론적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McEliece 설계를 개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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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들은 주로 CCA2-security(security against adoptive 

Chosen Ciphertext Attack)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의 설계

를 보완하고 있다. CCA2-secure한 전환을 사용하면 기존의 

McEliece 기법이 재전송 공격(resend attack)[9]이나 부분노출

평문공격(partially known plaintext attack)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피할 수 있다[41].

CCA2-security를 만족하는 포괄적 전환(generic 

conversion)은 대표적으로 Pointcheval[34], Fujisaki와 

Okamoto[17], 그리고 Kobara와 Imai[21]에 의한 연구가 있

다. Kobara와 Imai의 연구는 Pointcheval의 연구를 발전시킨 

것과 Fujisaki와 Okamoto의 연구를 발전시킨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전환들에 대하여 아직까지 효율적인 공격이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공격자가 오류가 없는 통신문의 전문을 복호하지 

않고, 이 통신문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McEliece 암호 체

계의 모든 전환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격이 있다[41].

2010년의 Bernstein의 연구[6]는 이 연구들과는 달리 작은 

에 대한 부분체(subfield) 부호인 “wild Goppa 부호[40]”

를 이용하여 오류 정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의 값을 

까지 높이는 McEliece 암호 체계를 설계 하고, 이 체계의 이

름을 “Wild McEliece”라고 붙였다. 기존의 McEliece 체계에

서 사용하는 Goppa 부호는  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호어(code word)들이 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진다. 이 설

계를 인 소수멱체(prime power field) 에 적용하면 

information set 복호에서의 안전성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개키의 크기가 줄어든다[31]. 하지만 소수 의 값이 3이나 4

인 경우에는 인 경우에 비해 공개키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

과가 더 적은 편이고, 가 31정도로 큰 경우에만 이러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6]는 한계가 있다.

Goppa 부호를 키 생성에 이용하면 비밀키 를 생성할 때 사

용되는 Goppa 다항식을 뽑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

에 안전성이 보장된다. 기존의 wild McEliece에서 공개키의 크

기를 줄인 정도를 같게 하면서 선택의 폭의 크기에 의존하여 안

전성이 보장되는 정도가 줄어들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Bernstein의 연구[7]에서는 이전의 연구[6]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체 크기(field size) 범위 내에서 연구되었는데, 의 크기

가 2,3,...32인 경우에 대하여 다루었다.

4. McEliece 암호 기법의 응용

McEliece와 같은 부호 기반 암호 체계로는 서명 기법을 만들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2001년에 Courtois, Finiasz, 

Sendrier이 이 사실이 틀렸음을 증명하며 McEliece 암호 기법

의 응용으로 McEliece 서명 기법을 제안했다[12]. 이 서명 기

법은 McEliece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McEliece 암호 기법보다는 Niederreiter의 암호 기법을 기반으

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신드롬 복호 문제(Syndrome decoding 

Problem)로 환원(reduce)되는 실용적인 부호 기반 전자 서명 

기법을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16].

기존의 McEliece 암호 체계를 양자 컴퓨터 환경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면서 quantum McEliece 공개키 암

호 체계가 제안되었다[18]. 이 체계는 키 생성, 암호화, 복호

화 과정을 가지는 기존의 McEliece 암호 체계와 흡사한 구조

를 이루고 있고, 기본적으로 stabilizer 부호 이론에 기반을 두

고 있다. 하지만 Goppa 부호를 사용한 기존의 McEliece 기법

과는 달리 quantum McEliece 기법에서는 GRS 부호에 기반한 

CSS(Calderbank–Shor-Steane)부호를 사용하였다.

Ⅲ. 안전성 검증(Cryptanalysis)

본 장에서는 McEliece 암호 체계의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본

다. McEliece 암호 체계의 안전성은 다음의 두 가지 가정에 기

반을 둔다[29].

- 체계에 사용된 오류 정정 부호가 임의의 선형 부호와 구분 

불가능함

-일반적인 선형 부호의 복호가 어려움

이 두 가정은 엄밀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시도를 통해 

사실이라 믿어지는 명제들이다. 따라서 McEliece 암호 체계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는 사용된 오류 정정 부호가 임의의 

선형 부호와 구분이 불가능함을 보이거나 일반적인 선형 부호

를 복호하는 가능한 알고리즘이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음을 보

인다. 현재까지는 McEliece 암호 체계는 디지털 컴퓨터와 달리 

Grover 알고리즘이나 Shor 알고리즘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 외에도 체계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부채

널 공격(side-channel attack)도 시도되곤 한다. 신드롬의 역

에 Timing 공격을 하거나[39] 다항식 값매김 공격(polynomial 

evaluation attack)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2].

1. 오류 정정 부호와 임의의 선형 부호간의 구분불가능성

오류 정정 부호를 아무 조건 없이 McEliece 암호 체계에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McEliece 암호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오류 정정 부호 의 생성행렬 를 알 때 효율적인 복호 알고

리즘 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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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지 못하면 과 암호문 만을 통해 에 대한 복호가 

어려움

즉, 암호화와 복호화 계산이 효율적으로 가능해야하는 동시에 

McEliece 체계에서 공개키 과 암호문 만으로 평문 을 얻

을 수 없어야한다. 두 번째 조건에서 과 를 통해서 를 복

원할 수 있다면 임의의 선형 부호 과 는 구분 가능하다. 를 

직접 구하지 않고 복호하는 방법은 2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1978년 제안된 McEliece 암호 체계는 Goppa code를 사용하

고 있다. 일반적인 Goppa 부호가 임의의 선형 부호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35]. 

그러나 종수가 낮은 초타원곡선을 사용해 만들어진 Goppa 부

호에 대해서는 다항식 시간(polynomial-time)의 복잡도를 가

지는 효율적인 복호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15].

그 후로 다른 오류 정정 부호들에 대해서도 McEliece 암

호 체계에 사용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가 있었지만 GRS[37], 

Gabidulin, Reed-Muller, LDPC 등의 부호들은 구조적으로 임

의의 선형 부호와 구분이 가능해 으로부터 대체 비밀키 을 

알아낼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29].

2. 일반적인 선형 부호의 복호 알고리즘

(Information set 복호)

이 절에서는 일반적인 선형 부호를 복호하기 위한 공격

인 information set 복호를 소개한다. 이 방법이 발표된  이

후 여러 변형을 통해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알려진 방법들

은 모두 지수 시간(exponential-time)의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McEliece 암호 체계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 

Information set 복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격법이다[13].

Information Set 복호

▹입력:	 ,	

▹출력:	

행렬	 의	 개의	열	중	임의의	 개를	선택한	집합을	 라	하고	

의	 열들( )을	모은	행렬을	 ,	 의	 열들( )을	모은	벡

터를	 라	한다.

을	계산한	값을	이용해	 을	구한다.

이 방법은 복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드롬 복호와 낮은 무게 

벡터(low weight vector)를 찾는 알고리즘과 접목된다. 신드롬

(syndrome)이란 부호의 -생성행렬 마다 로 생성된 

-홀짝검사 행렬 를 이용해 임의의 벡터 에 따라 

를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신드롬 복호(syndrome decoding)

란 암호문의 신드롬 값을 구하고 오류가 없을 때 부호의 신드

롬이 0임을 이용한 복호 방법이다. McEliece 체계의 암호문 

 의 신드롬을 계산하면,

 

를 만족하는데, 는 무게가  이하인 오류 벡터이므로, 

 를 낮은 무게 벡터로 만드는 메시지 을 빠르게 찾

는 것이 곧 McEliece 암호 체계를 복호화 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오류 벡터를 찾은 후 오류 벡터를 포함하지 않는 벡터

들로 information set을 구성하면 더 빠르게 information set 

복호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복호 알고리즘들은 모두 비효율적이지만 변형되

고 개선되면서 처음 McEliece가 제시한 공격 알고리즘과 비교

하면 복잡도가 줄어들었다. 공격 알고리즘들의 주요한 보완 및 

개선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988년에 McEliece의 공격[27]을 일반화, 체계화한 Lee-

Brackell 알고리즘[23]이 발표되었고, Stern이 meet-in-

the-middle 공격 방식을 적용한 collision 알고리즘을 제시

해 공격 알고리즘의 계산량을 줄였다[38]. 1998년에는 Stern

의 알고리즘이 가우스 소거법 때문에 계산량이 큰 것을 개선한 

Canteaut-Chabaud 알고리즘이 발표되었다[11]. 그 후 2008

년에 발표된 Bernstein, Lange, Peters의 새로운 알고리즘은 

Stern의 알고리즘을 일반화한 것으로 복잡도는 여전히 지수시

간이었지만 McEliece의 초기 파라미터 (1024, 524, 50)-부호

의 복호를 적당한 시간 안에 복호 가능한 정도까지 계산량을 줄

였다[4]. 2011년에는 Bernstein, Lange, Peters가 Stern의 알

고리즘을 일반화하여 Ball-collision 복호법을 발표했다[8]. 

2011년에 May, Meurer, Thomae가 이전의 연구[20]에 소개된 

부분합 표현 기술(subset sum representation technique)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복호를 가속화시켰다[26].

다음 표는 위에서 언급한 복호 알고리즘들의 (1024,524,50)-

부호 복호에 필요한 비트 계산량을 정리한 표이다.

년도 알고리즘 계산량

1986 McEliece	[27] 280.7

1988 Lee-Brickell	[23] 270.89

1989 Stern	[38] 266.21

1998 Canteaut-Chabaud	[11] 264.1

2008 Bernstein-Lange-Peters	[4] 260.4

2011 Ball-collision	[8] 249.69

2011 May,	Meurer,	Thomae	[26] 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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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stein, Lange, Peters의 연구와 실험 결과에 따르면 컴

퓨터 성능을 생각할 때 비트 계산량이 정도로는 안전한 파라

미터라고 생각할 수 없다[4].

따라서 (1024,524,50)보다 큰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한다. 그

러나 전체적인 복호 알고리즘 복잡도는 여전히 지수시간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교체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에 낮은 무게 벡터를 찾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

는 데에는 이미 알려진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기도 했다. 2010

년 Bernstein이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가능한 Grover 알고리즘

을 이용해 양자컴퓨터에서 information set 복호를 가속화하

는 방법을 제안했고[5], 오류 벡터를 직접 찾는 통계적 알고리

즘[1]이나 낮은 무게 벡터를 찾는 것을 격자에서 SVP (Shortest 

vector problem) 문제로 환원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안되기

도 했다[10].

Ⅳ. 결 론

McEliece 암호 체계는 오류 정정 부호의 생성행렬을 비밀키

로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 체계로서, 암호화와 복호화의 계산이 

효율적이고 디지털 컴퓨터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서도 효

율적인 공격 알고리즘이 제안된 바 없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McEliece 암호 체계의 공개키 크기를 줄여 공

간 효율성을 개선하고 의미론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McEliece 암호 기법과 그 특성을 살펴보

며 그 발전 방향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McEliece 암호 체계의 

안전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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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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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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