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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래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의 발 으로 RSA나 ECDSA와 같은 자서명 기술들

이 받고 있다. 안으로 격자 기반, 다변수 기반, 코드 기반, 해시 기반 등 다양한 양자내성암호가 연구되

고 있는데 그  해시 기반은 빠르고 정량  보안 수 을 계산할 수 있으며 안 성도 증명된 상태여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제안된 다양한 해시 함수 기반 자서명 기법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  장단 을 분석한다. 한 해시 함수 기반 자서명 기법이 실질 으로 사용되기 해서는 서명 크기

를 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을 강조한다.

ABSTRACT

Digital signature algorithms such as RSA and ECDSA are threatened by the development of quantum computer 

technology,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future technology. Alternatively, various post-quantum algorithms such as 

grid-based, multivariate-based, code-based, and hash-based are being studied. Among them, the hash-based is a fast 

and quantitative security level that can be calculated and its safety has been proven. So it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In this paper, we examine various hash-based digital signature algorithms that have been proposed so far, 

and analyze their features an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ddition,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ducing 

the size of the signature in order for the hash-based signature algorithm to be practical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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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많은 활동이 온라인 기

반으로 바 면서 보안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온라인 

활동에 있어 무결성과 출처 인증을 제공하기 해 자서

명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

자서명을 해 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RSA[2]와 ECDSA[3]이다. RSA와 ECDSA의 안 성은 

각각 소인수분해와 이산 수 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 양자 컴퓨터 개발이 완료되면 Shor의 알고리즘[4]으

로 실시간 해독이 가능해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따라

서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안으로 격자 기반[5], 다변수 기반[6], 코드 

기반[7], 해시 기반 등 다양한 양자내성암호가 연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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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격자 기반은 상 으로 빠르고 서명의 크기

도 작으나 정량  보안 수 을 계산하기가 힘들고 안 성

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 단 이다. 다변수 기반

도 상 으로 빠르고 아주 작은 서명 크기를 가지지만 

격자 기반과 마찬가지로 정량  보안 수 이 모호하고 

안 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코드 기반의 경우 서

명의 크기가 작고 어느 정도 정량  보안 수 을 계산하

는 것이 가능하나 키 크기가 무 크다는 단 을 가진다. 

해시 기반은 빠르고 정량  보안 수 을 계산할 수 있으

며 안 성도 증명된 상태[8]라는 것이 강 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제안된 다양한 해시 함수[9, 

10] 기반 자서명 기법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  

장단 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시 함수 기반 

자서명이 어떻게 발 해 나갈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다양한 해시 

함수 기반 양자내성 자서명 기법들에 해 살펴본다. 

3장에서 해시 함수 기반 자서명 기법의 발  방향에 

해 살펴본 뒤, 4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해시 기반 양자내성 자서명 기법

2.1 Lamport 일회용 서명 기법

한 비트로 된 메시지를 서명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서

명자는 두 개의 난수 와 을 생성하고, 각각에 일방향 

함수 를 용해   와   을 계산한다. 

이 때 와 은 외부에 공개하고 와 은 서명자만 

알도록 비 로 한다. 이 후 메시지를 서명할 때, 서명하고

자 하는 메시지가 ‘0’ 이면 가 서명이 되고, ‘1’이면 이 

서명이 된다.

이 경우 메시지 값이 ‘0’이면 검증자는   임을 

확인함으로써 서명자가 ‘0’이라는 메시지에 해 서명을 

했음을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다. 와   값은 서명자

만이 알고 있고, 이미 공개된 와   값만 가지고 

  ′ 이나   ′ 인 ′이나 ′을 구하는 
것은 일방향 함수의 특성에 의해 불가능하므로 검증자가 

  인 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서명자가 

‘0’이라는 메시지에 해 서명의 의미로 를 검증자에게 

공개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 알고리즘을 여러 비

트로 바로 확장시키면 Lamport 일회용 서명 기법[11]이 

된다.

Lamport 일회용 서명 기법의 가장 큰 단 은 비  키

와 공개 키 그리고 서명의 크기가 메시지의 크기에 비례

해 무 크다는 이다. 이를 보완하기 해 다양한 기법

들이 제안되었다.

2.2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12]은 메시지에 따라 서

로 다른 횟수의 일방향 함수를 서명에 용시킴으로써 서

명의 크기를 인다. 이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해 두 비트로 된 메시지를 서명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서명자는 두 개의 난수 와 을 생성하고, 각각에 일방

향 함수 를 3번 용해   
와   

을 

계산한다. 이 후 Lamport 일회용 서명 기법에서와 마찬가

지로 와 은 외부에 공개하고 와 은 서명자만 알

도록 비 로 한다. 메시지에 한 서명은 다음과 같다.

메시지가 ‘0’일 경우 서명은 
이다.

메시지가 ‘1’일 경우 서명은 
이다.

메시지가 ‘2’일 경우 서명은 
이다.

메시지가 ‘3’일 경우 서명은 
이다.

여기서 와 의 두 개의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만 

사용하면 검증자가 실제로는 ‘1’에 해당하는 서명인 

를 받았는데 여기에 일방향 함수 를 용해 ‘2’에 

해당하는 서명인 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 같이 사용하면 
을 가지고 



을 구해야 수신자가 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방향 함수의 특성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 같

이 사용함으로써 와 같은 서명 조를 막을 수 있다.

의 아이디어를 일반화시키고   신 체크섬을 사

용하면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이 된다.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의 키 생성, 서명 생성, 서명 검증 과정은 

아래 그림 1, 2, 3과 같다.

그림 1. Winternitz 일회용 서명 키 생성
Fig. 1 Winternitz one-time signature ke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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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internitz 일회용 서명 서명 생성
Fig. 2 Winternitz one-time signature signing

그림 3. Winternitz 일회용 서명 서명 검증
Fig. 3 Winternitz one-time signature verification

2.3 개선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

기존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에서는 키 생성, 서

명 생성, 서명 검증 과정에서 매번 같은 일방향 함수 를 

사용한다. 이 경우 생일 공격을 통한 공격이 가능하기 때

문에   비트의 보안성을 제공하기 해서는   비트 이상

의 보안 매개변수 값이 필요하다.

개선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13]은 식 (1)과 같은 

의사 난수 함수들의 패 리를 사용해 같은 입력에 해 

매번 다른 의사 난수 함수를 용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피한다.

  fk   n→ n k∈ n (1)

이를 통해 더 작은 보안 매개변수 값으로도 기존과 같

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명의 크기가 어들게 

된다. 해시 기반 자서명의 가장 큰 단 이 서명 크기이

기 때문에 이는 요하다. 한 응  선택 메시지 공격

에 해 존재  조불가임이 증명되었다.

식 (2)는 기존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에서 일방

향 함수 를 용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식 (3)은 개선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에서 의사 난수 함수 를 

용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2)

→→   (3)

2.4 W-OTS+

W-OTS+[14]는 개선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에

서 의사 난수 함수 를 용하는 과정에 식 (4)와 같이 

무작 화 요소 을 추가하여 보안성을 높인다.

   ⋯     (4)

식 (5)와 식 (6)은 W-OTS+에서 의사 난수 함수 를 

용하는 과정에 무작 화 요소 이 추가되는 과정을 나

타낸다.

→
  →

  →→
     (5)


   

    ⊕ 


   

(6)

W-OTS+는 기존 기법들보다 더 작은 보안 매개변수 

값으로도 기존과 같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다. 

W-OTS+를 뒤에 나오는 XMSS에 용할 경우 기존 기

법들을 용할 때보다 같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서명 

크기를 50% 이상 이는 것이 가능하다.

2.5 HORS

HORS[15, 16]는 t개의 원소를 가지는 비  키 집합에

서 암호학  해시 함수 H를 통해 서명하고자 하는 메시지

에 따라 서로 다른 k개의 원소를 선택하여 이들로 서명을 

구성한다. HORS의 키 생성, 서명 생성, 서명 검증 과정은 

아래 그림 4, 5, 6과 같다.

그림 4. HORS 키 생성
Fig. 4 HORS key generation

그림 5. HORS 서명 생성
Fig. 5 HORS 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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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ORS 서명 검증
Fig. 6 HORS verification

2.6 XMSS

앞에서 살펴본 Lamport 일회용 서명 기법이나 

Winternitz 일회용 서명 기법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 로 

하나의 메시지만 서명 가능하다. XMSS(eXtended 

Merkle Signature Scheme)[17]는 XMSS 트리라 불리는 

변형된 머클 트리 구조를 통해 일회용 서명 기법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해 다.

XMSS 트리의 기본 구조는 머클 트리와 같지만 머클 

트리가 두 자식 노드의 연결 값을 해시 함수에 넣는 방식

으로 부모 노드 값을 구하는데 반해 XMSS 트리는 식 

(7)과 같이 두 자식 노드의 연결 값을 해시 함수에 넣을 

때 각 벨마다 고유한 랜덤 비트마스크 값을 XOR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 (7)

XMSS 트리의 리  노드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리  

노드마다 하나의 일회용 서명 검증키를 보 하며 따라서 

XMSS 트리의 높이가 이면 개의 메시지까지 서명 

가능하다. 리  노드에서 서명 검증키를 보 하기 해 

L-tree라 불리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며 L-tree의 리  

노드 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XMSS 트리와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지만 두 자식 노드의 연결 값을 해시 

함수에 넣을 때 각 벨마다 고유한 랜덤 비트마스크 값

을 XOR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은 마찬가지이다.

2.7 SPHINCS

SPHINCS[18]는 크게 세 부분에서 XMSS와 다르다.

첫째, XMSS는 Stateful 하지만 SPHINCS는 Stateless 

하다. XMSS를 포함하여 여러 번 서명 가능한 부분의 기

존 해시 기반 자서명 기법들이 서명을 생성할 때마다 비  

키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이는 서명을 생성하더라도 비  

키를 바꾸지 않는 일반 인 자 서명 개념과는 다르다.

둘째, 리  노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서명 기법을 

HORST(HORS with trees)라 불리는 다회 서명 기법으

로 변경하 다. HORS의 경우 공개키 크기가 크기 때문

에 실행 시간이 약간 늘어나더라도 공개키 크기와 서명 

크기를 이기 해 트리 구조를 추가하 다.

셋째, 하이퍼 트리 구조를 채택하 다. XMSS에서 

개의 메시지까지 서명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미리 

개의 일회용 서명 키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이러한 

키 생성 시간을 이기 해 SPHINCS에서는 높이 

인 트리를 개의 이어로 연결하여 서명 크기를 약간 

희생하고 키 생성 시간을 다.

2.8 Gravity-SPHINCS

Gravity-SPHINCS[19]는 기존 SPHINCS에 다섯 가

지 최 화를 용하 다.

첫째, PORS(PRNG to Obtain a Random Subset)라 

불리는 보안성이 강화된 HORS의 변형을 사용하 다. 

HORS가 제안된 논문에서 HORS의 보안성은 비 응  

선택 메시지 공격에 해서만 계산되어 있다. 한 

HORS를 그 로 구 할 경우 서명을 한 비 키를 선택

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안성이 약해진

다. PORS는 서명을 한 비 키를 선택할 때 해시 함수

가 아닌 PRNG(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를 

사용하여 이러한 HORS의 단 을 보완하 다.

둘째, 비  키 캐싱을 통해 서명 시간과 서명 크기를 

다. 매번 서명을 수행할 때마다 필요한 계산들을 잘 

찰해보면 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부분

들을 캐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다.

셋째, 배치 서명 기술을 용하여 여러 메시지를 동시

에 서명할 때 서명 시간을 분산시키고 서명 크기를 일 

수 있었다.

넷째, 마스크를 제거한 해시를 통해 보안성을 약간 희

생하여 키 크기를 이고 알고리즘을 단순화하 다. 마스

크를 용하는 이유는 충돌 항 요건을 제 2 역상 항 

요건으로 완화하기 함인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에 해서는 충돌 항 요건과 제 2 역상 항 

요건이 비슷한 보안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20].

다섯째, 특정 높이 이상의 트리 내 모든 노드 정보를 

미리 다 장하여 머클 트리 인증 경로의 복을 이는 

방법을 용하여 서명 크기를 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기존 SPHINCS보다 공개키, 비

키, 서명 크기를 모두 일 수 있었고, 서명  검증에 

걸리는 시간도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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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  방향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해시 기반 양자내성 

자서명 기법들이 개발 이다. SPHINCS의 개선 알고

리즘인 SPHINCS+의 경우 표 1과 같이 미국 연방정부의 

표  기술을 제정하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진행 인 포스트 양자 

암호 알고리즘 표 화 진행 과정에서 자서명 분야 3라

운드 체 후보 알고리즘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표 1. NIST 포스트 양자 암호 3라운드 제출
Table 1. NIST Post-quantum cryptography submissions

Round 3 Finalists Alternate Candidates

PKE

/

KEA

Classic McEliece BIKE

CRYSTALS-KYBER FrodoKEM

NTRU HQC

SABER NTRU Prime

SIKE

DSA

CRYSTALS-DILITHIUM GeMSS

FALCON Picnic

Rainbow SPHINCS+

해시 기반 양자내성 자서명의 경우 타원 곡선 암호

보다 먼  소개되었고 상당 기간 동안 안 성이 검증된 

방식이라 신뢰성에 큰 강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명 

크기가 상 으로 크다는 단 이 있어 이를 이기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 로 128비트 보안을 제공

하기 해 필요한 서명의 크기가 타원 곡선의 경우 65B 

정도이지만 SPHINCS는 41KB, SPHINCS+는 8KB로 각

각 640배, 120배 정도이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제안된 다양한 해시 함수 기반 

자서명 기법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  장단 을 

분석하 다. 한 해시 함수 기반 자서명 기법이 실질

으로 사용되기 해서는 서명 크기를 이는 것이 무엇

보다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미래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의 

발 으로 다양한 양자내성 암호들이 주목받고 있다. 격자 

기반, 다변수 기반, 코드 기반, 해시 기반 등 어떠한 기술이 

차세  표 이 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시 기반 

자서명 기법에 한 추가 연구도 다방면으로 진행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해시 기반 양자내성 

자서명 기법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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