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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SA 는 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연산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RSA-CRT 기법이 제안되었다. 법의 크기를 
줄여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류주입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제안된 기법들은 연산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부
가적인 연산에 따른 부담이 생겼다. 본 논문에서는 RSA-CRT 를 구현하여 사용되는 인자들의 크기

에 따른 연산시간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가상적으로 각 인자에 오류주입공격을 취해봄으로써 소
수 추출에 약한 부분을 찾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1. 서론1 

RSA 는 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1978 년 제안된 이래 여러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다(이하 “RSA78”). 하지만 키의 크기가 커질

수록 지수 연산이 증가하여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

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기법 중 하나로 
중국인 나머지 정리(CRT, Chinese Remainder Theorem)
를 이용하여 법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1982 년 처음으로 제안된 RSA-CRT(이하 “RSA82”)

는 법 . 에서의 연산을 법 와 에서 각각 진
행한 후 CRT 연산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기법이다. 법
의 크기를 줄이면 멱승의 처리가 빨라지므로 연산 속
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OpenSSL, Java, .Net 등의 라
이브러리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서명과 복
호화에 사용되고 있다. 

RSA82 는 RSA78 에 비해 4 배이상 빠른 연산이 가
능한 장점이 있지만, 오류주입공격에 취약하다는 문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NIPA-2011- 
C1090-1111-0010). 
* 이 논문은 2011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1-0000189).  

제가 있어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1999 년 Shamir 는 법 와 에 공통법 r을 
곱하여 서명 값을 구한 후, 비교를 통해 오류가 없는 
경우 CRT 로 연산하는 기법(이하 “RSA99”)을 제안하

였다. 2003 년 Yen 등은 비교연산이 오류주입공격에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이고, 오류확산에 기반한 대
응기법(이하 “RSA03”)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기법

도 동일한 저자에 의해 오류주입공격에 취약함이 증
명되었으며, 이후 오류주입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여
러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위와 같은 기법을 제안한 논문들에는 자신들이 제
안한 기법이 몇 배 빠르며 안정적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얼마나 빠른지, 공통법 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제외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기법들을 구현하여 각 기법 
간의 연산시간 차이를 분석하고, 공통법 이 연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또한 가상적으로 
각 인자에 오류주입공격을 취해봄으로써 소수 추출에 
약한 부분을 찾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장에서 제안

된 RSA-CRT 기법들을 3 장에서 이를 구현한 환경과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명한다. 4 장에서는 구현한 프로

그램을 통해 수치를 조절하며 이들이 연산시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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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RSA78 
RSA78 은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한 암호시스템으로 

1978 년 R. Rivest, A. Shamir, L. Adleman 에 의해 제안되

었다[1]. 이 기법은 키 생성과정에서 공개키 , 과 
개인키 , 을 생성하며, 메시지에 공개키 또는 개인

키로 멱을 취하여 암호화, 복호화, 서명 등을 수행한

다.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한 만큼 키를 알지 못하면 
복호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키의 길이를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키의 크기가 커지면 지
수의 크기가 증가하여 연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2-2. RSA82 

RSA 의 연산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중 하나로 
CRT 를 사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2]. 제안된 기법

은 기존의 RSA 가 법 에서 하던 연산을 법 와 에

서 각각 수행한 후 이를 CRT 를 통해 재결합하는 것
으로 법의 크기를 줄여 연산속도를 높였다. 저자는 
기존 RSA 에 비하여 4 배정도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 RSA78 은 키 생성 과정에서 을 생성

한 후 비밀 소수 와 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나, 
각 소수를 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키와 함께 이
들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기법은 단 한번

의 오류주입공격에도 쉽게 비밀 소수를 노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3][4]. 
 
2-3. RSA99 

1999 년 Shamir 는 기존의 RSA82 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공통법 과 비교연산 통한 기법을 제안

하였다[5][6]. 제안된 기법은 각각의 법 과 에서 
연산한 결과를 법 에서 비교하여 이들이 같은 경우 
CRT 재결합을 하여 결과를 낸다. 이 기법은 법의 크
기가 배 증가하여 연산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r 의 크기를 선택할 필요하다. 제안된 
논문에는 1024bit 의 경우 임의의 32bit 수를 사용할 
경우 3%정도 연산시간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연산을 사용하는 기법은 하드웨어적 특성

에 의해 이를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4. RSA03 
2003 년 Yen 등은 비교연산을 사용하는 기법이 오

류주입공격에 취약함을 보이고 오류확산에 기반한 기
법을 제안하였다[7]. 제안된 기법은 법 에서 연산된 
결과를 법 의 연산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재결합 연
산에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 에 오류

가 주입되면 법 의 연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법 
에 오류를 주입하면 결과 값 전체에 영향을 주어 소

수 추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법 와 
에서 연산된 값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인자들에 오
류를 주입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수를 추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8]. 또한 기존의 연산들은 법 
와 의 연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제안된 기법

은 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므로 연산시간 면에서 기
존의 기법들에 비해 느리다는 단점도 있다. 

 
3. 구현 

3-1. 구현환경 
본 논문은 자바를 통해 RSA-CRT 를 구현하기 위해 

암호 라이브러리 제공자로 잘 알려진 BouncyCastle(이
하 “BC”)의 라이브러리를 분석하여 RSA 모듈을 추출

하였고, 이 모듈을 토대로 각각의 알고리즘을 모듈화 
하였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RSA 모듈은 RSA82
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용되는 모든 수는 ja-
va.Math.BigInteger 라이브러리를 통해 표현한다. 

구현에 사용된 시스템 제원은 <표 1>과 같다. 
 

<표 1> 구현에 사용된 시스템 제원 

구분 제원 

H
/
W

CPU Intel ® Core™ i5 750 @ 2.67GHz 

RAM PC3-10700 2Gb  2 

HDD WDC WD6400AAKS-00E4A0 ATA 

S
/
W

OS Windows 7 Enterprise Edition 

JDK Java™ 6 Standard Edition (1.6.0_24-b07) 

SDK Eclipse Helios 3.6.2 

Library BouncyCastle bcprov-jdk16-146 

 
3-2. 키 생성 단계 

RSA 연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키 생성 과
정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값은 모두 연산해 둔다. 
각각의 모듈에서 공개키는 , 만을 저장한다. 
RSA78 은 개인키로 , 을 저장하는데 비해, 이후의 
기법들은 CRT 재결합을 위한 인자들을 추가로 저장

해야 한다. 그리고 RSA99 이후의 기법은 RSA82 에 
랜덤 값 을 추가로 저장해야 한다. 각각 개인키 저
장 값은 다음과 같다. 

 
RSA78: ,  
RSA82: , , , , , , ,  
RSA99: , , , , , , , ,  
RSA03: , , , , , , , ,  
 
RSA82 이후에 개인키에 e 가 들어가는 것은 BC 의 

RSAPrivateCrtKeyParameters 타입에 따랐기 때문이다. 
RSA03 은 연산 도중에 암호화 복호화가 일어나며, 이
때 와  대신 과 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치하여 
저장했다. 

 
3-3. 복호화 단계 

RSA78 에서는 개인키로 지수연산만 하는데 비하여 
RSA82 이후의 기법들은 CRT 재결합 연산이 필요하

다. BC 의 RSA 라이브러리는 RSA82 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Garner 의 CRT 재결합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RT 재결합 부분을 상속하여 모듈간

의 차이를 줄였다. 복호화 함수는 인자를 받아오고 
입력 값에 대해 연산 후, 재결합 연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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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4-1. 연산시간 비교 
본 논문에서는 각 기법들의 정량적 비교를 위하여 

모든 인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고정하고, 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연산 속도를 관찰하였다. 또한 RSA99, 
RSA03 에 대해서는 의 크기를 16bit에서 64bit까지 
변화시키며 추가적인 연산시간을 비교하였다. 

먼저 법 의 크기가 1024bit 인 경우 RSA78 과 
RSA03 의 연산시간은 동일한 모두 19ms로 CRT 재결

합에 따른 성능 향상을 보지 못하였다. 반면 RSA82
는 6ms, RSA99 는 7ms로 3 배 가량 빠른 속도로 복호

화가 가능했다.  
연산시간의 차이는 법 의 크기가 2048bit 일 때부

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경우 RSA78 은 142ms가 
소요 되었다. RSA82 는 그의 26.7%인 38ms로 RSA78
에 비해 연산 시간이 대략 1/4 만큼 감소하였다. 
RSA99 는 의 크기에 따라 연산시간이 차이가 나는

데, RSA82 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16bit인 경우 
2ms, 32bit인 경우 3ms, 64bit인 경우 8ms 더 걸렸다. 
오류확산기법을 사용하는 RSA03 은 RSA78 에 비해 
15.5%감소한 120ms가 걸렸다. RSA99 와는 달리 의 
크기 변화에 대해서는 1ms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법 의 크기가 4096bit 일 때는 RSA78 의 경우 
1097ms가 걸렸고 RSA82 는 2048bit일 때와 마찬가지

로 약 1/4만큼 감소한 286ms가 걸렸다. RSA99 의 경
우 의 크기가 16bit 일 때 RSA82 에 비하여 11ms , 
32bit일 때 17ms, 64bit 일 때 25ms가 추가적으로 소
요되었다. 마지막으로 RSA03 은 의 크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RSA82 에 비하여 568ms ~ 
569ms 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었다. 

RSA82 는 오류주입공격에 대해 어떠한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다른 기법들에 비하여 빠른 연
산 속도를 보인다. 여기에 비교연산을 통해 오류주입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RSA99 는 공통법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추가적인 연산이 많지 
않은 만큼 RSA82 와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RSA99 의 성능은 의 크기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였

다. (그림 2)는 r 의 크기 변화에 따른 RSA99 의 연산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n 의 크기가 커질수록 r 의 크
기 변화에 따른 연산시간이 민감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RSA03 은 r 의 크기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RSA03 은 의 크기가 /4인 RSA99 와 비슷한 

(그림 2) 키의 크기에 따른 연산시간 비교 

(그림 1) 의 크기에 따른 RSA99 의 연산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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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보인다. 
 

4-2. 오류주입공격을 통한 소수 추출 
Boneh 등이 제안한 오류주입공격은 CRT 재결합에 

사용되는 인자에 오류를 주입하여 오류가 주입된 결
과 값을 얻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결과 값과 GCD 연

산을 하여 소수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앞서 소개한 
RSA-CRT 기법들은 위와 같은 성능 차이를 보이는데 
비하여 RSA78 을 제외한 모든 기법이 오류주입공격

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하다고 알려진 인자

에 정수 1 을 오류라 가정하고 더하여 GCD 를 통해 
소수가 추출됨을 보이고자 한다.  

오류 주입의 결과는 모든 기법이 동일하므로, 이들 
중 RSA03 에 오류를 주입하여 소수를 추출하였다. 오
류가 주입된 변수는 법 에서 연산 된 값을 법 n 의 
값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이다. RSA03 에서의 
소수 추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STEP 1. 에 오류를 주입하여 서명 값을 구한다. 
STEP 2. 오류 서명을 공개키 로 암호화 한다. 
STEP 3. 2 에서 구한 결과 값에서 메시지를 뺀다. 
STEP 4. 3 에서 구한 값과 의 GCD 를 구한다. 
 
이를 실험하기 위하여 에 해당하는 변수인 kq 에 

1 을 더하였고, 추출된 값과 비교하기 위하여 소수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메인 함수에서는 decrypt()를 통해 
구해진 결과를 encrypt()에 넣는다. encrypt() 함수는 입
력 값에 공개키  승을 한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 
값에서 메시지를 빼고 BigInteger 에서 제공하는 GCD
함수를 통해 결과 값을 얻는다.  

수식분석의 결과 에 오류를 주입하였을 경우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앞서 구현한 프로그램에서 
테스트하여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5. 결론 

최근 국내 논문들에서 보이는 오류주입공격 대응 
기법들은 RSA03 의 변형이다[9][10]. 하지만 분석 4-1
에서 보인 바와 같이 RSA03 에서 오류확산을 위해 
추가되는 연산의 부담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3 배 가
량 크다. 따라서 향후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부
담을 줄이면서 오류주입에 강건할 수 있는 RSA-CRT 
기법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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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수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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