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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전자상거래를 위한

유한체 서브그룹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설계

Design of GF subgroup based User Authentication Protocol 
For efficient Electric Commerce

정경숙(Kyoung Sook Jung)*, 홍석미(Seok Mi Hong), 정태충(Tae Choong 아lu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효율적 이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유한체 부분군 기반의 효율적 인 사용 

자 인증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Lenstra와 Verheul에 의해 제안된 XTR은 짧은 키 길이와 빠른 연산 속 

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 도메 

인을 기존의 유한체 인 GF(p6)을 명확하게 구성하여 사용하지 않고, GF(p6)의 서브그룹인 GF(p2)을 

이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XTR- 
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은 유한체 상의 서브그룹들을 이용하여 키 교환 시 요구되는 비트 

수를 줄였다. 또한 계산 시 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여 쉬운 계산과 실행을 제공하였다. XTR 기반에서 사용 

자 인증올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yt=gb- 眺” • u modq, 1 冬 握 3 와 인증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유선 뿐 아니라 무선 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Abstract

If protocol has fast operations and short key length, it can be efficient user authentication protocol. 
Lenstra and Verheul proposed XTR. XTR have short key length and fast computing speed. Therefore, 
this can be used usefully in complex arithmetic. In this paper, to design efficient user authentication 
protocol we used a subgroup of Galois Field to problem domain. Proposed protocol does not use 
GF(p°) that is existent finite field, and uses GF(p2) that is subgroup and solves problem. XTR- 
ElGamal based user authentication protocol reduced bit number that is required when exchange key 
by doing with upside. Also, proposed protocol provided easy calculation and execution by reducing 
required overhead when calculate. In this paper, we designed authentication protocol with 
Pi = gb' '지' " • 히 modq, 1 M 2 M 3 that is required to do user authentication.

키워드 : XTR, 사용자 인증 엘가말, 키 분배

XTR, User Authentication, ElGamal, Key D 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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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중요성 이 부각되면 

서 사용자 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 카드와 같이 전력과 대역폭이 제한된 

응용 부분에 필요로 하는 연산의 속도를 줄이 

고 키 길이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타원 곡선 암호 시스템(ECC)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개키 시스템은 사이즈가 큰 키롤 

갖는다.[1] 이러한 성질은 스마트 카드와 무 

선 통신과 같이 전력과 대역폭이 제한된 응용 

부분에서 비실용적이다.

많은 암호학자들은 제한된 하드웨어 환경 

에 적용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공개키 시스템 

을 ECC라고 생각하였다.[2][3][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 인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을 설계 

하기 위해서 문제 도메인을 기존의 유한체인 

GF(p6)을 명확하게 구성하여 사용하지 않 

고 曲包)의 서브 그룹인 GF(p2)을 이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⑸ [6] [7]

그리하여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 

증 프로토콜을 제 안하였다. XTR-ElGamal 기 

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연산의 속도 향상과 키 길이를 축소시 

켰다. 그리고 XTR 기반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水 = 扌 • 俨5 • 

V mod5,1 冬 6 W 3와 인증 프로토콜을 설계 

하였다.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의 안전성은 Diffie-Hellman 기반의 

이산 대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⑻ [9] [10]

본 논문의 2장에서는 XTR 공개키 시스템 

에 대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XTR- 

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을 제 

시하고,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4장에서는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XTR 공개키 시스템 분석

Crypto 2000에서 소개된 XTR은 Arjen K, 

Lenstral과 Eric R.Verheul에 의해서 개발되 

었다. XTR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널들 

상의 Diffie-Hellman 키 교환 프로토콜에 기 

반한다. 1997년Arjen Lenstra가 유한체의 

subgroup들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했다. 이것 

은 키 교환 시 요구되는 비트 수는 줄었으나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XTR은 위의 

방법을 개선해 오버헤드롤 줄이고 쉬운 계산 

과 실행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그룹과 같은 

작은 computing 장치에 적당하다.

XTR은 서브그룹의 원소를 표현하고 계산 

하는데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 

통적인 방법보다 대폭적인 통신상/계산상의 

이점을 갖는다. 또한 XTR은 GF(p2)을 이용 

하여 GF(p6)의 안전성을 획득한 최초의 방 

법이며, GF(p6)을 명확하게 구성하여 사용 

하지 않는다 [11] [⑵ [13]

XTR의 공개키는 ECC보다 두 배만큼 사 

이즈가 크지만, 파라미터를 초기화 하는 데에 

는 RSA와 ECC의 파라미터 초기화 시간보다 

무시할 만큼의 작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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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R은 스마트 카드나 무선 통신과 같은 응 

용 부분에서 RSA나 ECC에 대한 훌륭한 대 

안이 될 수 있다.

2.1 Traces

XTR은 유한체의 서브그룹의 원소를 표현 

하고 그것의 지수승을 계산하는 데에 Trace 

를 이용하는 방법 이다. XTR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그 원소가 아니라, 유한 

체의 그룹에서 어떤 원소의 자취를 표현하는 

것이다. XTR의 안전성은 Tr(g。)와 Tr(gb) 

로부터 Tr(g*)을 계산해 내기 어려움에 의 

존하고 GF«/)*은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儿 wGF(p6)의 GF(p2)위에서의 공액 

(conjugates)은 互，財, //이다. /，e GF(p6) 
에 대한 GF(p2)위에서의 Trace Tr(h)는 h 

의 GF(p2)에서의 공액의 합이다. 즉, 

Tr(h) = h+ + hpt e GF(p2) 이다.

c e GF(p2)에 대하여, 다항식 F(c,X) = 

X3-cX2 + c^X-l e GF(p2)闵은 GF(p2) 
에서 扁, 如 也을 근(이 근들은 서로 틀리지 

않아도 된다)으로 갖으며, 정수 a에 대하여 

&= 时 +加”+时라고 정의하자. 만약 

F(c，X)/(c,x)이 GF(p2)이 위에서 기약 다 

항식 이면, c”= Tr(时) 이다.

2.2 XFR 시스템의 키 분배 알고리즘

XTR 시스템에서 키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리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정리 1][7, 보조 정리 2.1]

i .c=q

iii. Cn e GF(P호)，forne Z

iv. &刊=£板.4一球, 4一” +乌1如，

foruj v Z

V • 모든 底에 대하여,。(底) I p2-p + l 이 

고 如 >3 이거나 如 e GF(p2) 이다.

XTR에서 주어진 Tr(g)로부터 Tr(g")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이산 대수 문제에 기반 

을 둔 공개키 시스템에서 妒을 계산하는 것 

과 유사하다.

[정의 1]
&(C)= (&_“&,&+1) G GF(p2)3 

이라고 흐卜자.

n, c가 주어졌을때, S“(c)를 계산흐]는 알고 

리즘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1]

① 만약 n< 0 이면, 一 n, c 를 이 알고리즘 

에 적용하고, 결과값을 정리 1의 ii 에 

적용한다.

② 만약 e=0 이면 §)(c) = (",3,c)이다. 

(by 정리 1-ii)

③ 만약 儿=1 이면, 51(c) = (3,c,c2-2cp) 

이다. (by 정리 14)

④ 만약 0=2 이면, %을 계산하기 위해 

정리 1-ii와 sjc)를 사용하고 그것에 의 

해 ^(c)을 구한다.

⑤ 그 이외의 n>2 인 경우에 s“(c)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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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 위해 电c) = 5讦1(c)로 정의 

하고, 舟=72으로 놓는다. 만약, m 가 

짝수이면, 无를 航一1로 바꾼다. 그리 

고 m=27n+l? k= 1로 놓고 정리 1_ 

ii와 &(。)을 사용하여 反(c) = 0(c) 

를 계산한다. 吗 £ {0,1}과 叫= 1 인
T

m =mp?
>=° 이라 한다. 项= r—l,r—2, 

•••,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만약 mj=0 이면 既 (c) = (c心 ^+1, C&； 

+2)를 계산하기 위해 R(c) = (c아;,엉心 

虫+2을사용한다

•만약，巧=1이면 &E+1(C)=。4*+2, 

C4t+3,C4*+4)를 계산하기 위해 氏(C)= 

(3 °2*+1> 阪+2)을 사용한다•

• A;를 麻+r巧로 대치한다. 이 과정을 반 

복하면 *= 皿과 £«C)=&Jc) 이다. 

만약 “이 짝수이면 亳+&) = (%, 

臨+1，荒+2)를 계산하기 위해 ■果(甘 = 

(Cm- V 能，%+1)을 사용한다•

[정리 2] [3, 정리 1]

위수가 q인 원소 gw GF(p6)에 대흐]], 

Tr(g，)= Tr〈g3)는 9’와 ”가 GF(p2)에서 

공액 이라는 것과 동치이다.

[증밍

(=>)위수가 g인 원소 g e GF(p6)에 대해 

F(X) = X3-Tr(广)X2 + Tr^X- 1 느 

e GF(p2)[X] '

GF(p2)에서 기약 다항식 이며 그것의 근들은 

GF(p2)에서의 공액이다. 즉, 切',g妒이 

F(X)의 근이 된다. Tr(Q= Tr(时)이기 

때문에,

F(X) = X— Tr(g')X2 + Trig^X-1
=X3- Tr^)X2+Tr(g^X-1 G GF(p2) 

가 된다. 따라서 / 는 F(X)의 근이 된다. 그 

러므로 "와 /가 GF(p2)에서 공액이다

(<=)时와 妒가 GF(p2)에서 공액이므로, 

gi=gj,gi=gM 또는 g'=於1'이 된다. 

h G GF。/)에 대후H，財= 1 이므로 升(时) 

= 昼(妒) 를 만족하게 된다.

[정리 3]

p와 冬는 이 (p?-p+i)을 만족하는소수 

라고 흐卜자. 만약 g e GP(p6)의 위수가 go] 

면 부분군 g는 GF(p6)의 부분체 GF(P), 
GF(G),GF(p3)에 속하지 않는다. [7]

암호 프로토콜에서 XTR의 응용은 안전성 

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통신량과 계산량 둘 

다에 있어서 실질적 인 감소를 가져다 준다. 

XTR은 부분군의 이산 대수 문제에 의존하는 

암호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2.3 XTR-DH 키 분배 알고리즘

사용자 인증을 하거나 암호화를 위해서는 

서로 공유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XTR 기 

반에서는 DH 키 분배 알고리즘에 의해 서로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다. XTR-DH 키 분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XTR 공개키 데 이 

터로 p, q, Tr(g)를 공유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비밀키 K를 공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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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작한다.

① 서버는 랜덤 정수 aw [2, q —이을 선택 

하고 ri= a, c= Tr(g) 를 알고리즘 1.에 

적용하여 兔(升(办)를 계산한다. 그리 

고 Tr(ga) e GF(p2)을 클라이언트에 

게 보낸다.

② 클라이언트는서버에게 Tr(g。)를받고

랜덤 정수 [2,q-3]를 선택한다.

그리고 n= b,c= Tr(g)를 알고리즘 1. 

에 적용하여 &(Tr(g))를 계산한다. 그 

리고 Tr(gb) e GF(p2)을서버에게 보 

낸다.

S」Tr(9)) = (Tr(gi), Tr(3b), Tr(/+I)) 

e GF(p2)3

③ 서버는 Tr(gB)를 클라이언트로부터 받 

고 n= a, c= Tr(gb)를 알고리즘 1 에 

적용하여 S°(Tr(g)6)를 계산한다.

&(队(9)')=(寫(g(i'), Tr(g"), mgT"))

e GF(p-)3

④ 서버는 Tr(g 曲) e GF") 에 기반한 

비밀키 K를 결정한다.

⑤ 클라 이 언트는 n= 6, c = Tr(g。) 를 알 

고리즘 1에 적용하여 &(Tr(g)。)를 계 

산한다.

如Tr(g)9 = (Tr(g的T)), Tr妒、),Tr(j»(t+1))) 

e GF(p2)3

⑥ 클라 이 언트는 Tr(g^) e GF(p2) 에 

기반한 비밀키 K를 결정한다.

여기서 서버에 의해 계산된 neighboring 

Tr(g"T”), 7>(gS+W)와 클라이언트에 의 

해 계산된 neighboring Tr(ff(a+1)t)

은 일반적으로다르지만, Tr(gab) e GF(p») 
은 같은 값을 가지므로 이에 기반한 비밀키를 

결정할 수 있다. XTR-DH 기반 키 분배 방 

식의 계산량과 통신 오버헤드 비용은 전통적 

〈그림 1> XTR-DH 키 분배 알고리즘

Server Client

a s [2, q— 3] Tr(g°)를 클라이 랜덤 정수 b e ]2,q—3]를 선택.

를 선택,

7i = a, c = 7"g)를 알고리즘 1 에 적

언트에게 보냄 n= bfc= B(g)를 알고리즘 1.에 적

北3)를 서버
용하여 岛 (B(g))를 계산.

용하여 気3(g))를 계산 S&S(9)) = (T「(9 I),
Sa(Tr(g)) = (Tr(ff 에게 보냄 Tr(gb), 끄G GF(p2)3
Tr(g-),再(9。+。)e GF(p2)3

时奸)를 계산

V-----------------

兄(T「(g)。)를 계산.

Sb(Tr(g)a) = (Tr(g 이
Sa(Tr(g)b) = Tr(gab), Tr(jB(6+1>)) e GF(p2)3
rr(jot), Tr(j(o+1,A)) e GF(p2)3

Tr。*)에 기반한 비밀키 K를 결정

Tr(gd)에 기반한 비밀키 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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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DH 프로토콜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유한 

체의 곱셈군의 서브그룹을 기반으로 하는 프 

로토콜이기 때문이다.

3. 제안하는 XTR-ElGamal 
기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이 장에서는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올 설계하였으며, 이것은 

ElGamal 암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13] 또한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전체적인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사전에 미 

리 약속된 정보와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은 다 

음과 같다.

Advance Preparations
•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약속 

된 대칭키 알고리즘 E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사용 

하는 응답의 크기를 서버와 약속해 둔 

다.

System Setup
•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 

토콜에서 시스템 파라미터는 (p2一p 

+ 1)을 만족하는 소수 p, q, Tr 이다.

• p = 2(mod3)는 170비트 정도의 소수이 

며 q는 160비트 정도의 소수이다.

•위수가，인 원소 gw GF(p6)에 대해 

적당한 Tr(g)를 찾는다.

서버의 변수 선택

•서버의 개인키 : SG [0)9-1]

•서버의 공개키 : v=g-a,Tr(ga)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立루투 

콜은 다음과 같다.

① 클라이언트는 난수 冬 bWq-1) 를

선택하고, z= Tr(gb)를 계산한 후, 서 

버에게 보낸다. 클라이언트는 /「(必6)를 

계산하고 XTR-DH 기반 키 분배 알고 

리즘에 의해 Tr(g*)에 기반하여 대칭 

키 알고리즘의 비밀키 K를 결정한다. 여 

기서 대칭키 알고리즘의 키 K를 결정하 

는 방법은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 

이에 약속된 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 

어 K가 7비트라 하면, 340비트 길이를 

갖는 Tr(g*)로부터 최상위 z비트를 K 

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서버는 了代妒4) 을 계산하고, 마찬가지 

로 XTR-DH 기반 키 분배 알고리즘에 

의해 Tr(g*)에 기반하여 대칭키 알고 

리즘의 비밀키 K롤 결정한다.

③ 클라이언트는 二时• 广皿也

1 条 % g 3

을 계산한다. 1 W i 冬 3에 대하여, 일반 

적인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서버와 약속 

된 크기 하룔 선택한다. 이 값을 공유된 

비밀키 K를 사용하여 사전에 약속된 대 

칭키 알고리즘 E로 암호화하여 EM 
를 서버에 전달한다.

④ 서버는 Ek®룔 공유된 비밀키 K를 사 

용하여 복호화한 후 明를 구한다. 

1 G W 3에 대하여, w= Tr(Vi • I广) 인 

지를 확인한다. 만약 이 값이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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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난수 3(0 W 方 W g— 1) 선택, 

h= 升(时)를 계산

Tr(g*)에 기반하여 대칭키 알고 

리즘의 비밀키 K를 결정

x= Tr(gh) 
-------------------►

Server

개인키 : s e ［0, ?-1］

공개키 : v= g~3, Tr(ga) 

升(g*)기반 대칭키 알고리즘

비밀키 K를 결정

水=gb . vmodp,
1 GW3 
계산 후化선택

공유된 비밀키 K사용, 대칭키 알고 

리즘 E로 암호화

Ek(饵를 서버에 전달

Ek(灿) 
------------------►

琮(功)를 공유된 비밀키 K를 사용 

하여 복호화

S를 계산

1 W ⑷ W 3에 대하여,

x= Tr(yf • J广)인지 확인

값이 같으면 클라이언트 인증

〈그림 2> XTR-日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면 클라이언트의 인증은 실패한다. 서버 

는 %가 일반적 인 과정에서 사용하는 클 

라이언트와 약속했던 크기인지를 확인 

한다.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 

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정리 4］
襲 = 时 • 严” . gfmodq일 때, 1 w § w 3에 

대하여 세 개의 乂는 XTR 기반 ElGamal 사 

용자 인증 프로토콜의 확인 과정을 통과한 

다.

［증명］

만약 yi~9h • g7modg이 서버에게 보내진 

다면, Z=1인 경우에 다음을 만족한다. 

Tr(統• gs) = Tr(gb • g~s • gs) = Tr(gb) = x 

이므로 x= Tr(、快 • 9*)가 된다. 만약 以 = 

舟 . gfimdg 이 서버에게 보내어진다면, 

§ = 2 인 경우에 다음을 만족한다.

Tr^ •必)=W •寸•广•矿、)=T心•『) 

이고 1= Tt(、广 庆) 이 된다. 또한 이것은 

［정리 2］에 의해 Tr(gb' p!)= Tr(5h) = s 

가 된다. 만약 ‘也 = 扌 «’ . 广，modg이 서버에 

게 보내어진다면, 0=3인 경우에 다음을 만 

족한다. T而 . gs) = Tr(gb ' p，■ v • gs) = 

Tr(gb - p4) 이고 x= Tr(gb - p，) 이 된다. 또한 

이것은 ［정리 2］에 의해 Tr(gb - ") = Tr(gb) 
= z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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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안전성 및 

효율성 분석

4.1 안전성 분석

이 절에서는 제안한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분석하였 

다

• 함축적 키 인증성과 위장 공격에 대한 안 

전성

사용자는 Tr(g*)에 기반하여 대칭키 알고 

리즘의 비밀키 K를 서버와 공유하기 위해 

XTR-DH 기반 키 분배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 같은 방법으로 서버도 XTR-DH 기반 키 

분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Tr(gM)에 기반하 

여 대칭키 알고리즘의 비밀키 K를 공유한다. 

이것은 랜덤수 &(0 M 3 W g— 1)에 기반하여 

Tr(时) 가 계산되어 지고, 서버로부터 받은 

Tr(g°)에 의해 비밀키 K가 결정되어 진다. 

그러므로 서버는 사용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동일한 공유키롤 생성할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서버는 사용자에 대한 함축적 

키 인증성을 갖는다. 그리고 사용자의 비밀키 

를 알지 못하는 공격자는 사용자로 위장하여 

서버에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XTR-DH 기반 키 분배 알고리즘에 의해 비 

밀키를 서로 공유하므로 유한체 상의 Diffie- 

Hellman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 

이다. 또한 계산량과 통신 오버헤드 비용의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는 XTR-DH 기반 키 

분배 알고리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 

인 Diffie-Hellman 문제보다 더 적다. 이것은 

유한체의 곱셈군의 서브 그룹을 기반으로 하 

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이다.

• 사용자 비밀키가 노출되는 경우의 안전성 

Diffie-Hellman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비밀키가 노출되는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肖(时)를 계산하여 

Tr(g曲)에 기반하여 대칭키 알고리즘의 비밀 

키 K를 알아 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정 

확한 비밀키를 알고 있을 지라도 응답으로 

보내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서버와 약속된 크기 後의 값을 알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는 Vi 중 

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정당한 사용자로 인증할 확률이 1/3에 

해당하므로 성공적인 공격을 하기 어렵게 된 

다.

• 알려진 키에 대한 안전성

암호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 매 세션마다 동 

일한 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생성하는 경우 

에, 한 세션의 키만 노출되면 이전의 모든 암 

호문이 공개되므로 매 세션마다 서로 다른 키 

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사용자 인증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제안하는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 

증 프로토콜은 세션마다 서로 다른 랜덤수를 

선택하여 암호화하여 전송하므로 이전의 세 

션키가 노출되더라도 현재의 사용자 인증에 

대한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세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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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에 사용한 랜덤 수 3（0 w & M g—i）가 

노출되더라도 해당 세션 외의 다른 세션의 암 

호문은 여전히 안전하다. Diffie-Hellman 시스 

템에서는 과거의 세션키가 노출되더라도 현 

재 세션의 랜덤수 3（0 W 3 W g—1）를 구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매 세션마다 서로 다 

른 난수를 이용한다면 과거의 세션키나 세션 

키 생성에 사용된 랜덤 수가 노출되더라도 현 

재 세션의 암호문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영향 

이 없다.

따라서, 제안하는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은 각 세션마다 다른 랜 

덤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전의 세션키가 노 

출된다 하더 라도 다른 세션의 사용자 인증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호개체 인증

사용자는 （扩今에 기반하여 대칭키 알고 

리즘의 비밀키 K를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비 

밀키와 서버의 공개키로부터 7?3的을 계산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서버와 약속된 크기 

彷의 값을 계산하여 서버에게 전달한다. 서버 

는 Vi — 9b' p!1"" • umodq 일 때, 1 z 3 

에 대하여 세 개의 * 가 약속된 크기의 값을 

가질 때에만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의 확인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비밀키와 서버의 공개키, 그 

리고 서버의 비밀키와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 

호화와 복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개 

체 인증（mutual entity authentication） °] 가 

능하다.

4.2 효율성 분석

본 논문에서의 효율성은 ElGamal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에 XTR 암호 시스템을 적용함 

으로써 프로토콜 진행시 키 길이의 감소와 연 

산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표 1> XTR 기반 티Gamal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의 효율성 비교

구분
DLP 기반 XTR 기반

사용자 인 1 ElGamal 사용자 인증

P 1024비트 170비트

160H］트이 512비트

키길이 1024비트키길이 10）비트

연산량

키분배
pow mod 연산 

1번 (1024비트)

곱셈 연산 

8/华.,&번 （1G。비트）

사용자 키분배, 

키 설정

pow mod 연산 

1번 (1024비트)

곱셈 연산

8Sg派+1 번（160비트）

서버의 키 분배, 

인증

pow mod 연산 

1번 (1024비트)

곱셈 연산 

32小时，+9 번 （1G0비트）

전송량 1024비트의 K i 1()24비트의 S,(T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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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R은 170비트의 키 길이로 1024 비트의 

키 길이를 갖는 이산 대수 문제에 기반한 암 

호 시스템과 동일한 안전성을 가지며,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다.

〈표 1〉은 XTR 기반과 DLP 기반에 대한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의 효율성올 비교하였 

다. DLP 기반의 프로토콜에서는 키 공유를 

위해 pow mod 연산을 1번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을 위해 클라이언트가 pow mod 

연산을 1번하고 서버가 사용자 인증을 위해 

pow mod 연산을 1번을 한다.

XTR 기반의 프로토콜에서는 키 분배를 위 

해 필요한 &(7>(g)) 연산에는 81ogJ 번의 곱 

셈 연산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 

는 비밀키 공유와 공개키를 위해 81og/ + l의 

곱셈 연산이 필요하다. 또한 서버에서의 사용 

자 인증을 위해 키 공유에 필요한 81曲舞번 

의 곱셈 연산과 인증시 요구되는 241og2p + 9 
의 곱셈 연산이 필요하다.

5.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증 프로 

토콜을 설계하기 위해서 문제 도메인을 기존 

의 유한체 인 <?尸(萨)올 명확하게 구성하여 

사용하지 않고, 以(时)의 서브 그룹인 

GF(")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XTR-ElGamal 기반의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을 제안하였다. XTR-ElGamal 기반의 사용 

자 인증 프로토콜은 유한체 상의 서브 그룹들 

을 이용하여 키 교환 시 요구되는 비트 수롤 

줄이고 계산 시 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여 쉬 

운 계산과 실행을 제공하였다. XTR-ElGamal 
기반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水 = 扌 , 严” • V mod g, 1 M 6 M 3와 

인증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또한 XTR-DH 

기반 키 분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Tr妒) 

에 기반하여 대칭키 알고리즘의 비밀키 K를 

공유하기 때문에 함축적 키 인증성을 제공하 

며, 사용자의 비밀키를 알지 못하는 공격자는 

사용자로 위장하여 서버에 로그인을 할 수 없 

도록 설계하였다. 사용자의 비밀키가 노출되 

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서버와 약속된 크기 

明의 값올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확 

률을 낮춤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각 

세션마다 서로 다른 랜덤수를 선택하여 암호 

화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알려진 키에 대한 안 

전성도 보장하였다. 그리고〈표1〉에서와 같이 

연산량과 전송량 면에서도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선 뿐 아니라 무선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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