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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등 컴퓨팅 하드웨어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oblitz-Fellows가 제안한 암호시스템은 생성할 수 있는 불변 다항식(invariant 
polynomial)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 3-정규 그래프에서 완전지배집합(Perfect Dominating Set, PDS)을 찾는 

문제가 NP-complete임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Koblitz-Fellows가 제안한 3-정규 그래프 상에서  완전지배집합을 이용하여 불변 다항식의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킴으로 계산의 복잡도를 더욱 난해하게 하여 암호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due to the hardware computing  enhancement such as quantum computers ,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an be process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growing exponentially. The cryptography system proposed by Koblitz and 
Fellows has a problem that it  can not be guaranteed that  the problem finding perfect dominating set is  NP-complete in  
specific 3-regular graphs because  the number of invariant polynomial can not be generated enough.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nhanced method to improve the vulnerability in  3-regular graph by generating  plenty of invariant 
polynomials.

키워드 : 공개키, 암호시스템, 계산복잡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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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양자컴퓨팅 기술은 현재의 컴퓨팅 능력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D-Wave社의 양자컴퓨터가 2014
년 2 월 7일자 Time지의 표지기사로 소개되는 등  10
년 내 실용 가능한 양자컴퓨터의 등장이 전망되고 있

다[1].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는 정수론의 인수분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1995년 피터 쇼어는 소인수분해와 

이산로그가 양자 컴퓨터상에서 다항 시간 내에 풀린다

는 사실을 입증했다[2]. 그러나 P-NP 문제는 양자 컴퓨

팅기술로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어 P-NP 
문제를 이용해서 암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향후 양자 

컴퓨팅 기술이 보편화 되어도  안전한 암호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3]. 본 논문에서는  1994년에 

Koblitz와 Fellows가 [4]에서 제안한 완전지배집합

(PDS)의 NP-complete 문제를 이용한 암호 시스템의 문

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암호 시스템을 제안한

다. Koblitz와 Fellows가 제안한 방식은 3-정규 그래프

에서 3-edge coloring map에 대한 불변식을 이용한 방

식이다. 이 방식이 항상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확

인하고, 항상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변경하여 그 문제점

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관련 연구

2.1. Kobiltz-Fellows 암호시스템

배낭문제(Knapsack) 기반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불

완전함이 밝혀지면서  NP-complete 문제에 기반을 둔 

조합이론은 암호학 시스템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연

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Fellows와 Kobiltz는 어

려운 조합이론 문제들이 암호시스템에 적합하지 않

다는 전제를 반박하고, NP(다항시간에 비결정적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의 집합) 문제들을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아주 일반

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현재까지는 공개키 암호시스

템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NP-complete 문제 기반의 암호시스템을 공격하는 방

법에는 내재된 조합이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선형 대

수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형 대수 공격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내재된 조합이

론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Brassard의 정리로 

증명이 가능하다[5].

2.2. 지배집합(Dominating Set)

2.2.1. 지배집합 정의

그래프   , ∈의 닫힌 이웃집합  

는 와 인접한 의 모든 꼭짓점들의 모임이다. 
⊂ 는 ∪  일 때 의 지배집합이다. 
  는 ∪     일 때 완전하다.

2.2.2. 완전지배집합(Perfect Dominating Set)
지배집합 정의를 확장하여, 임의의 ∈에 대해 

가 오직 의 한 원소만을 포함할 때

(∀ ∪   ∅ and≠  ), 이를 완전

지배집합(Perfect Dominating Set, PDS)이라 한다.

2.2.3. 지배집합의 복잡도

 ≥   (는 그래프 G의 최소 차수)인 일반

적인 그래프에서 PDS를 구하는 문제는 NP-complete하
다. 주어진 평면3-정규 그래프가 PDS를 갖는지를 판단

하는 문제는 NP-complete하다. 3-정규 그래프는 그래프 

G=(V, E)에서 V의 속하는 모든 꼭짓점의 차수가 3인 그

래프를 의미한다. 주어진 평면3-정규 그래프가 4개의 

PDS를 갖는 것과 이 3-정규 그래프가 K4-Covering 그래

프라는 말은 동치이다. 따라서 주어진 평면 3-정규 그래

프가 K4-Covering 그래프인지 판단하는 문제는 NP- 
complete이다.

Ⅲ. Koblitz-Fellows 암호시스템 및 문제점

3.1. Koblitz-Fellows 암호 시스템 개요

‘갑’은 를 PDS 3-정규-그래프(  ∆ )
를 가지고, 는 비밀키로 감추고 를 공개키로 공개

한다. 또한 적당한   을 가지고   을 만

들고 그것을 이루는 변수인   은 공개한다. 여
기서 를 PDS  정규 그래프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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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로 에서 를 찾는 것은 NP-complete로 어려운 일

방향 함수(one-way function)이다.
‘갑’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을’은 먼저 에서 임

의로 꼭짓점을 정하고, 다음 잡은 각 꼭짓점의 와 

파라메타   에 대한 불변식 수식들을 생성한

다. 그리고 생성한 불변식 수식들을 곱하고 더해서 복

잡한 다항식 를 만들되 그 다항식이 변수    

에 의한 평가된 값이 자기가 ‘갑’에게 보내고 싶은 값   
(modulo m)가 되도록 한다. 이때 생성된 다항식 는 

중간에 도청 공격자가 로부터 그 다항식을 이루는 불

변식 수식들을 분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이 다

항식 를 ‘갑’에게 보내고, ‘을’에게서 를 받은 갑은 

자신의 비밀키인 PDS 와 대체 노드   을 

사용하여 받은 다항식  의 값을 구하여 ‘을’이 보낸 

의 값을 얻는다.

3.2. Koblitz-Fellows가 제안한 알고리즘의 문제점

Koblitz와 Fellows가 제안한 방법에서 이용하는 공개

키는 3-정규 그래프 G이고 비밀키는 G의 PDS이다. 이
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배집합 복잡도에 관한 정의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3-정규 그래프에서 PDS를 구하는 문제는 NP- 
complete이다.

② 마찬가지로 지배집합 복잡도의 관한 정의에 의해 평

면 3-정규 그래프가 PDS를 갖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는 NP-complete하다.
③ 주어진 평면 3-정규 그래프가 4개의 PDS를 갖는 것

과 이 3-정규 그래프가 K4-Covering 그래프라는 말

은 동치이다.
④ Koblitz-Fellows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3-정규 그래

프 G를 이용하며 공개키인 G와 비밀키인 PDS W를 

갖는다. 여기서 G가 평면 그래프이며 4개의 PDS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G가 K4-Covering 그래프

라는 것과 동치이다.
⑤  4에 의해 공개키 G가 K4-Covering 그래프일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 도출되었다. G가 K4-Covering 그래

프일 때 PDS를 찾는 것은 NP임이 확실히 밝혀져 있

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의 취약점이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2].

Ⅳ. 제안하는 암호 시스템

Koblitz와 Fellows가 제안한 암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일반적인 범위에서 암호 시스템을 제안하

려고 기존의 공개키를 3-정규 그래프에서 ≥ 

인 랜덤 그래프로 변경한다. ≥ 인 일반적인 그

래프에서 PDS를 구하는 문제는 NP-Complete하다. 
≥ 인 일반적인 랜덤 그래프에서는 PDS를 구

하는 문제가 항상 NP-Complete 하므로 항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4.1. 그래프 생성 방법

     를 PDS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scheme   의 값인   을 결정하고서, 이
를 공개한다. 은 가능한 한 소수가 될수록 좋다. 
∃∈   에 대해 d(j)(차수 of  j)를 지정해 주고, 
N(j)들을 그려준다. 이때, 위에서 결정한 을 이용하여 

에 속한 꼭짓점은  , 그 꼭짓점의 이웃은 로 값을 지

정해 준다.  ∀∈  에 대해 d(v)만큼의 이웃들과 

각각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개의 성분

(component)이 존재할 것이다. 

  ∀∈ ∧ ≠ ∧ ∃∈⇒∈∧  ∉  
 (1)

     와 같이 개의 성분들이 생

기게 된다.  ∃∈ ≠ 에 대해 와   성분

들을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한다. 이들을 연결하

는 데는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는 

∈ ∧∈∧≠ 을 만족한다.

① ∈∧∈
와 는 둘 다 PDS안에 들어 있으므로, 이 둘 사이

에 변이 존재하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와   둘 다 

PDS에 들어갈 수는 없다.  와 사이에 변이 존재하

므로,   ∈  를 만족하게 된다. scheme 

  에 의해 가 를 갖게 되면 는 를 갖게 

되고, 가 를 갖게 되면 는 를 갖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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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동시에 PDS에 들어갈 수 없다.

② ∈∧∉ 
는 PDS안에 들어있고, 는 PDS안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변이 존재한다면 두 개의 성

분들을 합친 그래프는 PDS를 갖지 않는다. 만약 둘 사

이 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 ∧ ∈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한다. 와 사이에 변이 존재하므

로 다음과 같다. 따라서 둘은 동시에 PDS에 들어갈 수 

없다.

∈∧∈ ∧  ∈         (2)

③ ∉ ∧∈
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에  변이 존재하

면 안 된다.

④ ∉ ∧∉

와 모두 PDS안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 둘 사이

에 변이 존재한다고 해서  ′  ∪   그래프가 기

존의 PDS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성분들

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연결된 그래프 를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 ∪ 이 되고, 와 

사이엔 어떤 변이 존재할 수 있다. 비밀키 를 감추고, 
공개키   와 scheme   를 공개한다.

4.2. 불변 다항식 생성

                            (3)

(  ∈   ,   ∈  )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불변 다항식 를 만들 수 있다. 
위의 식에서 의 식을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어떤 꼭짓점   대한 불변 다항식을 

 이라고 가정하고, 이웃들을 각각   라 하면,  

다음과 같은 식 (4)가 성립한다. 

단   

          
        

      
  

          (4)

   에 대해  에 속한 꼭짓점은 , 그
의 이웃들은 의 값을 갖게 된다.    어느 것

이 PDS에 속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 꼭짓점에 모든 

값을 대입 한다.

     

 
  

  
  

 


  

  
  



     (5)

     
 


    

  
 


  

  
  



     
  


   

   
 


  

  
  



     
  

 

 
    

 


  

  
  



식 (5)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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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 연립 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다.









         

 

  
   

    
  

  
     

   

         
 

  
     

   
  

   
     

   

         
 

 
     

   
  

  
     

   
(7)

          

  
    

 

 
     

 

 
    

  

 
     

   

 
     

   

  

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변수로 하는 방정식

이 만들어 진다. 값을    만으로 한정했을 때, 

 만큼의 불변 다항식을 생성할 수 있다.

                             (8)

(  ∈   ,   ∈  )

식 (8)을 공격자가 불변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불변식의 개수가 많을

수록 좋다. 기존의 3-정규 그래프와 현재의 랜덤 그래프

를 비교하여 평균적인 꼭짓점 수에 따른 평균적인 불변 

다항식의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단, 
꼭짓점의 개수는   로 한정)

 
 

∈  
 일 때,

Fig. 1 # of invariant polynomial if ≤  ≤ 

Fig. 2 # of invariant polynomial if ≤  ≤ 

 

Fig. 3 # of invariant polynomial i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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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 of invariant polynomial if ≤  ≤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변 다항식의 개수는 

그래프의 평균 차수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그래프는 불변 다

항식의 개수에 자연 상수의 log를 취한 값이므로 실제 

개수는 그래프의 평균 차수에 따라 매우 큰 숫자로 증

가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oblitz-Fellows가 제안한 암호시스

템에서 생성할 수 있는 불변 다항식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 3-정규 그래프에서 NP-complete임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불변 다항식의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생성하

여  양자컴퓨팅과 같은 슈퍼 컴퓨팅 기술이 보편화 되

어도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격자가 불변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불변식의 개수가 많을수록 유

리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양자 기술과 같은 컴퓨팅 능

력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현재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

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암호시스템의 계

산 복잡도를 높이는 것은 미래 암호체계에서 더욱 보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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