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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기기  드론의 사용자 인증  기기 인증을 해 RSA, ECDSA 등의 여러 자서명 기법이 기

본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개발에 따라 Shor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존 암호 알고

리즘의 공격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기존 암호 알고리즘의 보안성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양자 내성 암호를 활용한 보안 체계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인 다변수 이차식 기반의 자서명 기법  Rainbow를 드론에 최 화하여 구 하기 한 방안을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Rainbow에서 사용하는 openssl 등의 오 소스 암호 라이 러

리는 PC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드론에서 난수를 생성할 때 용이 어려운 이 있다. 드론에는 

각종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센서 데이터들은 난수성을 보장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드론의 각종 

센서들을 시드로 활용하며, XOR 보정기를 통해 난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드론에서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무인 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시스템인 드론(Drone)이 주목받고 있다. 드

론은 재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의 여러 분야에

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에도 암호 알고리

즘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국제 인 자 상업 

회사인 아마존(Amazon.com)이 선보인 후 화제가 

던 드론 택배에서는 상품 배달 후 고객을 인증하

는 부분에 자서명을 활용하고 있다[1].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개발과 발 으로 인해 

1994년 Peter Shor가 제안한 양자 알고리즘인 Sho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큰 수의 인수분해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해졌다[2]. 그에 따라 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하는 기존 RSA 등의 암호 알고리즘이 보안에 

취약해지면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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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었다. 이에 맞춰 미 국립표 기술연구소(NIST)

에서는 2017년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PQC, 

Post Quantum Cryptography) 공개 모집을 진행하

다[2]. NIST 공모는 암호 알고리즘, 자서명, 키 

분배 알고리즘의 세 분야로 나눠 진행 다. 이에 드

론을 비롯한 각종 IoT 기기 한 양자 컴퓨터 시

에 맞춘 양자 내성 암호 용의 필요성이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다변수 이차식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활용한 자서명 기법인 

Rainbow를 드론에 용해 보고자 한다.

   Rainbow는 서명 생성 과정에서 랜덤하게 난수를 

생성하여 비네가(Vinegar) 변수를 채워 넣어주고 있

다. NIST의 PQC 공모 에 제출된 Rainbow의 구  

코드는 openssl 등과 같은 오 소스 암호 라이 러

리를 활용하여 난수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

소스 암호 라이 러리는 데스크톱 PC를 해 만

들어진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오 소스 암호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드론  기타 IoT 기기에서 

난수를 생성할 때에는 리소스의 제한  엔트로피의 

수집이 어려운 문제 등의 이유로 제 로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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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드론에서 사용하는 각종 

센서로부터 계속해서 변하는 측정값들을 추출하여 

시드로 활용하고 XOR 보정기를 통해 난수성을 보

장하면서 랜덤하게 비네가 변수를 생성하여 드론에 

Rainbow 서명 기법을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2장에서는 련 연구

인 다변수 이차식 기반 서명 기법인 Rainbow와 난

수 발생기에 해 간략하게 다루고, 3장에서는 XOR 

보정기를 통해 난수성을 보장하며, 드론의 각종 센

서로부터 추출한 값을 시드로 활용하여 비네가 변수

를 생성하는 방안에 해 다루도록 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드론에 용해 볼 다변수 이차식 기

반 서명 기법의 하나인 Rainbow와 난수 발생기에 

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2.1 다변수 이차식 기반 서명 기법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그동안 안 하게 사용

되던 공개키 암호가 보안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NIST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 공모 을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 다룰 양자 내성 암호는 다변수 이차식 

기반 자서명 기법의 하나인 Rainbow이다.

   다변수 이차식 기반 서명 기법이란 NP-hard인 

다변수 이차식을 푸는 문제에 IP 문제(Isomorphism 

of Polynomials)와 MinRank 문제를 더한 것을 풀어 

그 해를 서명으로 활용하는 자서명 기법이다. 

   Rainbow 서명 기법은 2005년 Ding과 Schmidt에 

의해 제안되었다. 1997년 Patarin이 발표한 Oil and 

Vinegar라는 서명 기법의 취약 을 강화한 

UOV(Unbalanced Oil and Vinegar)에서 계층을 추

가하여 키의 길이와 서명 생성 속도를 개선하 다. 

역행렬을 가지는 아핀행렬 와  , 앙행렬 를 

비 키로 가지며,   ∘∘를 공개키로 가진

다.[4][5]

2.2 난수 발생기

   암호 시스템에서 난수 발생기는 매우 요한 역

할을 한다. 암호 시스템에서 난수 발생기의 출력은 

칭키 알고리즘의 비 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라미터, 로토콜의 논스, 양자키 분배 등에서 

요한 보안 매개변수로 사용된다. 따라서 취약한 난

수 발생기의 사용은 암호 시스템의 안 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난수 발생기의 구조는 [그림 1]에서 보

는 것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 난수 발생기의 구조

엔트로피 수집 단계는 잡음으로부터 엔트로피를 수

집하는 단계이며, 다음 단계에서 엔트로피를 축 하

여 그것으로 시드를 생성하게 되고, 의사 난수 생성

기(PRNG)를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하게 된다.[3]

3. 드론 센서를 활용한 비네가 변수 생성 방안

   Rainbow는 키 생성과정과 서명 생성과정에서 난

수를 생성하여 사용한다. 키 생성과정에선 아핀행렬

을 랜덤하게 채울 때, 그리고 서명 생성과정에선 비

네가 변수를 랜덤하게 채울 때 난수를 생성한다. 그

러나 스마트폰이나 드론과 같은 기기에서 자서명

을 사용할 경우에 보통 키 생성은 PC에서 생성하여 

받아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키 생성 과정에서 난

수를 생성한 후 아핀행렬의 역행렬 존재 여부를 확

인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키 

생성은 PC에서 하여 드론에 키가 이식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서명 생성과정에서 비네가 변수를 랜덤하

게 채우는 과정만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는 기존 

Rainbow의 비네가 변수 생성 방식이다.

[그림 2] 기존 Rainbow의 비네가 변수 생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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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T PQC 공모 에 제출된 Rainbow의 구  코

드는 openssl 등의 오 소스 암호 라이 러리를 사

용하여 난수를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오 소스 암

호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난수를 만들 때는 

HAS-160, SHA-224/256/384/512 해시함수에 기반하

여 만들며, 엔트로피를 가지는 데이터인 엔트로피 

입력은 잡음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잡음의 로는 

시스템 설정 정보  네트워크 주소 등의 고정된 시

스템 정보, 화면 정보  시스템의 시간이나 클럭 

등의 가변  시스템 정보, 키보드 입력 주기  마

우스 움직임 등의 사용자/외부 주변 장치가 있으며, 

고정된 시스템 정보 잡음은 측이 쉽고, 사용자/외

부 주변장치 잡음은 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6]. 그러나 이러한 오 소스 암호 라이 러리는 데

스크 톱 PC에 기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론이

나 각종 IoT 기기에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드론은 정상 인 비행을 해 자체 으로 각종 

센서들을 내장하고 있으며, 로세서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 처리하여 비행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센서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들을 시드로 활

용하여 난수를 생성해 비네가 변수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센서값들은 그것의 성질에 따라 각자 

고유의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된 난수는 

균일한 무작 성을 가지는 분포와 다른 분포를 가지

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보정기(corrector)를 

사용하여 균일한 무작 성을 가지는 분포를 이루도

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편차

들을 없애주고 균일 분포를 만들어 주기 해서 

XOR 보정기를 사용한다. XOR 보정기는 원래의 출

력 수열을 으로 묶어 비트별 XOR 연산을 하여 

결과를 난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다.[7]

   본 논문에서는 rand와 같은 고정된 시드를 사용

하여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1차 난수를 

생성한 뒤 드론의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시드로 

사용하여 생성한 난수와 XOR 연산을 통해 난수성

을 강화하는 방안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3]은 드

론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난수를 생성하는 과정

을 나타낸다.

[그림 3] 드론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난수 생성

   rand 함수를 이용하여 만든 난수는 난수성이 약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드론의 센서 데이터을 

시드로 활용하여 XOR 보정기를 통해 난수를 만들

면 난수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4. 결론  향후 연구 방향

   기존 NIST PQC 공모 에 제출된 Rainbow 서명 

기법의 구  코드는 openssl 등의 오 소스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한다. 그러나 이는 네

트워크 주소 혹은 마우스 움직임 등에서 잡음을 추

출하여 난수를 생성하는 등 PC의 데이터를 이용하

고 있다. 그에 따라 Rainbow 서명 기법의 구  코

드를 드론에 그 로 용하기 어려운 이 있다. 따

라서 드론에서 난수를 생성하여 비네가 변수를 채워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드론

의 센서로부터 추출한 값을 시드로 활용하여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그 게 생

성된 난수에 XOR 보정기를 용하면 난수성 한 

강화될 것으로 상된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드

론에서 센서 데이터를 직  측정하면서 난수성을 테

스트해보고, 실제로 생성한 난수로 비네가 변수를 

만든 Rainbow 서명 기법을 드론에서 구동한 결과를 

확인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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