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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콘텐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래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고속의 보안 암호 알고리즘 설계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수열 발생기 보다 더 높은 처리율을 갖는 자체 수축형 LM-128 합산 수열 발생기를 제안한다.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의 설계하고 구현하여 더 낮은 클럭 사이클을 가져서 더 높은 키 수열 발생 속도를 증명한

다. 제안된 임계 클럭 조절형 발생기는 128비트 비밀 키와  초기 벡터를 갖는 내부 상태 256비트로 구성되어진다. 
128-비트의 보안 수준의 암호는 고화질 및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 보안에 적합하다.

ABSTRACT 

Due to the rapid growth in digital contents, it is important for us to design a high speed and secure encryption 
algorithm which is able to comply with the existing and future needs. This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self-decimated LM-128 summation sequence generator, which will generate a higher throughput if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generator. We design and implement a threshold clock-controlled LM-128 and prove that it has a lower 
clock cycle and hence giving a higher key stream generation speed. The proposed threshold clock-control LM-128 
generator consists of 256 bits inner state with 128 bits secret key and initialization vector. The cipher achieves a 
security level of 128 bits to be adapted to the digital contents security with high definition and high quality. 

키워드 : 키수열, 이진수열, 클럭 조절, LM-128

Key word : keystream, binary sequence, clock-control, L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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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통신망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가 고화질/고용량의 멀티미디어 자료 형태로 변

모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도 고비도, 
고속화 및 고신뢰도 설계가 요구된다. 

선형 귀환 이동 레지스터(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s:LFSR)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적합하며 

빠른 암호율과 복호율이 허용되어 일반적으로 스트림 

암호에 사용된다. 또한, LFSR에 의해 주 귀환 다항식은 

큰 주기 및 우수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며 연속적으로 

생성된다[1].
일반적으로 선형성은 취약점 회피와 LFSR에 계산된 

수열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수열 발생기의 구성 요소로 

LFSR을 사용하고, 비선형성은 조합함수, 필터링 함수

로 비선형 부울 함수를 사용하여 양쪽 모두 불규칙한 

주기 LFSRs를 사용한다[2,3]. 또한 클럭 조절형을 사용

하여 비선형성을 높일 수 있다[4,5].
자체 수축형(Self_Decimation) LM-128[6]은 LFSR

에 자기 클럭 조절형 구조(Self_Decimated clock control 
Structure)가 추가 되었으며, 2개의 비트 메모리를 가지

고 있는 합산 수열 발생기[7]를 기초로 한 발생기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임계 클럭 조절형(Threshold 

clock-controlled) LM-128은 클럭 조절형 알고리즘인 자

체 수축형 LM-128에서 클럭의 최대 주기를 최소화시

켜 키의 발생 속도를 향상 시켰으며 출력되는 키 수열에 

비선형성을 증가시켜 상관 공격[8] 등의 암호 해독을 어

렵게 하였으며, 소프트웨어적으로 키 수열의 생성시간

을 단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Ⅱ. 키 수열 발생기

2.1. 합산 수열 발생기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합산 수열 발생기(r=2)는 그림 

1과 같이 2개의 LFSR과 1개 비트의 메모리에 기초를 

두는 합산 수열 발생기이다. 그림 2의 LM 합산 수열 

발생기[9]는 2개의 비트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

서 두 개의 LFSR을 La와 Lb로 표시하고 각각의 메모리 

비트는 C, D로 시간을 j라 할 때 Aj와 Bj는 각각 La와 Lb

의 출력이며 캐리(carry) Cj는 fc에 의해 결정되고, Dj는 

fd에 의해 결정 된다. 출력 함수 fz는 키 수열 비트와 zj로 

나타내어지며 출력 함수를 fc, fd, fz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                     (2)

   ⊕⊕⊕                    (3)

그림 1. 합산 수열 발생기(r=2)
Fig. 1 Summation generator (r=2)

그림 2. LM 합산 수열 발생기

Fig. 2 LM summation generator

2.2. 자체 수축형 LM-128 합산 수열 발생기

자체 수축형 LM-128 합산 수열 발생기는 자기 클럭 

조절 구조가 추가된 합산 수열 발생기 계열이며, 그림 3
과 같다. 그림에서 키 수열 발생기는 두 개의 LFSR로 

구성되며, 다음 메모리 상태와 키 수열 비트를 생성하

기 LFSR의 출력 비트는 결합 함수 fz, 캐리 함수 fc 및 메

모리 함수 fd에 각각 입력된다. LFSR  에는 불규칙한 클

럭이 공급되며, 하나의 LFSR에 공급되는 불규칙한 클

럭수는 자신의 LFSR에서 생성된 비선형 필터함수(fa 또
는 fb)로부터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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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체 수축형 LM 수열 발생기

Fig. 3 Self_Decimated LM generator

캐리 상태 Cj는 fc에 의해, 메모리 상태 Dj는 fd에 의해

정의된다. 클럭 조절 함수 fa와 fb는 두 LFSR의 현 상태

에 의해 얻어지며, LFSR은 랜덤하게 클럭  조절된 후 

캐리, 메모리 및 키 수열 출력을 생성한다.  자체 수축형 

LM-128은 처음 초기화 과정에서 키(k)와 초기값(iv)로
부터 내부 상태가 채워지며, 내부 상태 길이가 키 길이

보다 더 길기 때문에 내부 상태를 채우기 위한 키 확장 

과정이 요구된다.

2.2.1. 키 수열 발생

자체 수축형 LM-128 합산 수열 발생기는 두개의 클

럭 조절형 LFSR과 캐리 및 메모리 비트를 가지며, 
LFSR의 길이는 각각 127비트와 129비트 이다. 모든 메

모리 비트들은 자체 수축형 LM-128에게 256비트의 내

부 상태 비트를 제공하며, 128비트 키와 128비트 초기

화 벡터에 의하여 내부 상태가 채워진다.
자체 수축형 LM-128 합산 수열 발생기의 출력 키 수

열은 LFSR 수열과 캐리 및 메모리 수열이 합쳐져서 생

성된다. 자체 수축형 LM-128의 LFSR은  모든 비트가 

“0”인 상태로 초기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력 키 수열 비트 Zj, 캐리비트 Cj, 메모리 비트 Dj는 

구조상 LM 합산 수열 발생기와 동일한 형태(식 (1)∼
(3))를 취하지만, 출력 수열의 비도 수준이 크게 개선

된다.

2.2.2. 클럭제어

자체 수축형 LM-128은 자신의 LFSR의 주기를 제어

하여 각각의 레지스터에 불규칙한 주기 LFSR을 발생하

는데 두 단의 범위{1...4}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La로부

터 두 단의 값을 받아서 fa의 계산에 의해 La의 주기[1-4]
를 선택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유사하게 Lb의 두 단 값

을 받아서 Lb의 주기를 준다. 주기는 제어함수 fa와 fb에 

의해 얻는다.

                   (4)

                    (5)

이 설계는 클럭 조절형 LM 계열에 적용되며, 키 수

열 발생기는 일반형에서 LFSR의 개수 n=2를 선택하여 

LFSR에 Li의 주기는 Li+1 또는 L1부터 Ln까지의 주기가 

사용된다.

2.3.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 발생기는 클럭 조절 구조

가 추가된 합산 수열 발생기 계열이며, 최대 클럭 주기

를 최소화 시킨 합산 수열 발생기이며 그림 4와 같다. 
 

(a)

        fa           fb                g          ga           gb

         1         1                2           1        2
         1         2                3           3        1
         1         3                4           1        4
         1         4                5           1        1 
         ..         ..                ..           ..        ..
         4         1                5           1        1
         4         2                6           1        2
         4         3                7           3        1
         4         4                8           1        4

(b)

그림 4. Threshold clock-controlled LM-128 (a) Sequence 
generator (b) Clock-Controller
Fig. 4 Threshold clock-controlled LM-128 (a) Sequence 
generator (b) Clock-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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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키 수열 발생기는 두 개의 LFSR로 구성되

며, 다음 메모리 상태와 키 비트 수열을 생성하기 LFSR
의출력 비트는 결합 함수 fz, 캐리 함수 fc 및 메모리 함수 

fd에 각각 입력된다. LFSR에는 불규칙한 클럭이 공급되

며, 하나의 LFSR에   공급되는 불규칙한 클럭수는 두개

의 LFSR에서 생성된 비선형 필터함수(g)로부터 얻어진

다. 이 때 클럭 조절의 방법은 g=(fa+fb)mod4로 발생된 

클럭 수만큼 홀수(odd)일 때는 위쪽 La 레지스터를 작동

하고, 짝수(even)일 때는 아래쪽 Lb 레지스터를 작동하

게 된다.
캐리 상태 Cj는 fc에 의해, 메모리 상태 Dj는 fd에 의해 

정의된다. 클럭 조절 함수 g는 두 LFSR의 현 상태에 의

해 얻어지며, LFSR은 랜덤하게 클럭 조절된 후 캐리, 
메모리 및 키 수열 출력을 생성한다.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은 처음 초기화 과정에서 키(k)와 초기값(iv)로  

부터 내부 상태가 채워지며, 내부 상태 길이가 키 길이

보다 더 길기 때문에 내부 상태를 채우기 위한 키 확장 

과정이 요구된다.

2.3.1. 키 수열 발생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 합산 수열 발생기는 두 개

의 클럭 조절형 LFSR과 캐리 및 메모리 비트를 가지며, 
LFSR의 길이는 각각 127비트와 129비트 이다. 모든 메

모리 비트들은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에게 256비트

의 내부 상태 비트를 제공하며, 128비트 키와 128비트 

초기화 벡터에 의하여 내부 상태가 채워진다. 임계 클

럭 조절형 LM-128 합산 수열 발생기의 출력 키 수열은 

LFSR 수열과 캐리 및 메모리 수열이 합쳐져서 생성된

다.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의 LFSR은 모든 비트가 

“0”인 상태(all zero state)로 초기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력 키 수열 비트 Zj, 캐리비트 Cj, 메모리 비트 

Dj는 구조상 LM 합산 수열 발생기와 동일한 형태(식 

(1)∼(3))를 취하지만, 출력 수열의 비도 수준이 크게 개

선된다.

2.3.2. 클럭 제어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은 각 탭 La와 Lb의 값으로

부터 g값을 구한 후 g값이 5이상이면 g값에서 4만큼의 

수를 차감한 값의 수만큼 LFSR A의 클럭을 1∼4회 귀

환이동하고, 4미만이면 g값만큼 LFSR B를 1∼4의 클

럭 수만큼 귀환 이동하며, 나머지 선택에서 제외된 

LFSR은 1회 클럭 이동하게 된다. 주기는 제어함수 fa, fb, 
g 그리고 ga 및 gb를 다음 수식과 같이 얻는다. fa 와 fb는 

수식(4)~(5)와 같은 함수를 사용한다.

    
   mod  i f   odd
   mod  i f   even 

                (6)

이 설계는 클럭 조절형 LM 계열에 적용되며, 키 수

열 발생기는 일반형에서 LFSR의 개수 n=2를 선택하여 

LFSR에 Li의 주기는 Li+1 또는 L1부터 Ln까지의 주기가 

사용된다.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 키 수열 발생기를 이용하

여  연속되는 출력 데이터 16만 비트씩 샘플 값을 출력

한 후 빈도 검증(Frequency test), 계열 검증(Serial test), 
일반화 계열검증(Generalized serial test), 포커 검증

(Poker test) 및 자기상관성 검증(Autocorrelation test) 
[10]등의 랜덤 검증 및 선형 복잡도(Linear Complexity: 
LC), 주기 (Period: P) 등의 시험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선택된 검증 항목을 시험하여 모든 항목 검증 

결과가 기준 이내에서 표 1 및 표2와 같이 양호한 출력

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에서 시험 결과 값은 

판정치의 범위 이내에 포함되면 각 항목별 랜덤성이 양

호함)

표 1. 자체 수축형 LM-128 랜덤성 검증 결과

Table. 1 Rendomness test for Self_Decimated LM-128

           Test Item   Criterion    Result 1    Result 2
 Frequency test            3.841      0.692      0.117
 Serial test            5.991      0.803      0.547
 Generalized serial test
   t=3
   t=4
   t=5

           9.488
         15.507
         26.296

     4.927
     9.876
   16.294

     0.688
     4.427
   10.519

 Poker test
   m=3
   m=4
   m=5

         14.067
         24.996
         44.654

     3.680
   20.633
   18.087

     2.070
   10.833
   28.742

 Autocorrelation test   max≤0.05      0.0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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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 랜덤 테스트 결과

Table. 2 Randomness test for Threshold clock-controlled 
LM-128

           Test Item   Criterion    Result 1   Result 2

 Frequency test            3.841     0.482      0.245

 Serial test            5.991     2.634      0.258
 Generalized serial test
   t=3
   t=4
   t=5

           9.488
         15.507
         26.296

    2.949
    6.278
  18.137

     5.848
   13.263
   16.311

 Poker test
   m=3
   m=4
   m=5

         14.067
         24.996
         44.654

    3.800
    7.937
  42.692

     9.554
   14.885
   28.596

 Autocorrelation test   max≤0.05     0.004      0.003

정리 1.  선형 복잡도 LC와 주기 P는 아래와 같다.

 ≥  × ⌈⌉                    (7)

 ≥  × ⌈⌉                      (8)

보조정리 1. 자체 수축형 LM-128과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의 선형 복잡도 LC 및 주기 P는 다음과 같다.

 ≥  × ⌈⌉   × ≈    (9)

 ≥  × ⌈⌉   × ≈     (10)

자체 수축형 LM-128과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 
알고리즘에 대해 5회씩 156,000개의 키수열을 생성시

켰으며, 각각의 시간에 대해 평균값을 표 3과 같이 생성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3. 키 수열 생성 시간 분석

Table. 3 Keystream generation performances in second

                Keystream generator  Generated time
     Self_Decimated LM-128      0.73375sec
    Threshold_clock-controlled LM-128      0.49180sec

[주] 테스트환경 : CPU = 셀러론 2.4Ghz, RAM = 512MB

자체 수축형 LM-128과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 
알고리즘은 랜덤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주기, 선형 

복잡도 등 암호 안정성이 좋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의 경우에는 클럭주기의 

향상으로 인해 자체 수축형 LM-128 보다 소프트웨어

적으로 30%가량 생성시간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M-128 발생기를 개선하여 콘텐츠 

보호에 적합한 구조로 기존의  클럭 조절 구조의 효율

성을 높이는 임계 클럭 조절형 LM-128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자체 수축형 LM-128과 비교하기 위하여 랜덤

성 시험, 주기 및 LC와 같은 비도(안전성) 요소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임계 클럭 조절

형 LM-128은 랜덤성이 양호 할뿐 아니라 암호 안정성 

요소인 주기와 LC 값이 (현재 수준의 최소 기준인 

을 크게 초과)으로 크게 개선된 알고리즘이며, 고
화질/고용량의 콘텐츠 보호에 많은 응용이 예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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