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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SA-CRT 알고리즘은 RSA 의 지수승 연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CRT를 적용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법의 부채널 분석(Side Channel Analysis)으로부터 약점이 노출되
어 왔다. 그 중 Boer 등에 의해 발표된 MRED 분석 방법은, 등 간격의 데이터(Equidistant Data)를 이
용하여 CRT 의 모듈러 리덕션 연산(Modular Reduction)결과로부터의 약점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DPA
분석 법을 적용시킨 방법이다. 우리는 리덕션 결과의 데이터에 의존한 분석에서 벗어나, 리덕션 알
고리즘 중간 연산 과정을 공격하는 새로운 공격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새로운 공격은 오직 “256×n
개”의 파형만으로 키 공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평문 수에서 이전에 알려져 있던 
일반적인 MRED 분석 방법보다 향상된 분석 성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리더션 연산과정을 이용한 
새로운 전력 분석 방법을 실제 MCU Chip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제안한다.  

 

1. 서론 

부채널 분석(Side Channel Analysis)이란, 암호 알고리
즘의 입력 값과 출력 값을 이용한 암호 분석 방법이 
아닌, 암호 장비의 연산에서 발생되는 전력, 또는 전
자파의 일반적인 특성 또는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 암
호 장비의 키를 찾는 방법이다[1]. 그 중 차분 전력 
분석(Differential Power Analysis, DPA)은 부채널 분석 
중 가장 강력한 분석 방법 중 하나로써, 상관 전력 
분석(Correlation Power Analysis, CPA) 등의 방법으로 발
전, 연구되어 왔다[2,3]. 이러한 분석은 공격 자가 키
를 추측하고 추측한 키와 전력 모델에 의해 계산된 
연산 값과 중간 파형 정보의 통계적인 분석을 이용하
는 방법이다. 

CRT 기반의 RSA 의 전력 분석은 초기 리덕션 단계
에서의 비밀 소수 p 를 공격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DPA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CRT 알고리즘의 초기 리덕션 단
계와 재조합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약점 때문에 
RSA-CRT 에 특성화된 여러 가지 SPA(Simple Power 
Analysis) 또는 DPA 기반의 전력 분석 방법이 소개 되
어 왔다. 그 중 Boer 등이 제안한 전력 분석 방법은 
등 간격의 평문을 이용하여 초기 리덕션 단계를 공격
하는 방법으로써, MRED(Modular Reduction on 
Equidistant Data)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등 간
격의 중간 값을 이용하여 DPA 분석이 적용된다[4]. 

CRT 의 재조합 단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SPA 기
반의 Novak방법과, DPA기반의 Amiel 방법 등이 있으
며, Garner 의 CRT 재조합 연산에서 발생하는 약점을 
이용하였다[5,6]. 
본 논문은 RSA-CRT 분석 방법 중 MRED 분석 방

법을 변형한 새로운 MRED 분석 방법인 NMRED(New 
Modular Reduction on Equidistant Data)방법을 제안한다. 
NMRED 는 리덕션 알고리즘 중 뺄셈 단계의 borrow
값이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알고리즘의 변화를 이용하
며,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는 기존의 
MRED전력 분석에 대하여 소개하며, 3장에서는 우리
의 새로운 공격 방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4 장에
는 실험 결과와 기존의 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새
로운 공격 방법의 장, 단점을 논한다. 마지막 5 장은 
본 논문을 결론짓는다.  

 
2. MRED 전력분석 

MRED 전력 분석은 등 간격의 입력 데이터 수열 
{x,x−1,x−2,… x−N+1}을 이용하여 등 간격의 리덕션 출
력 수열{r,r−1,r−2,…,r−N+1}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
음의 성질 의하여 분석이 가능하다[4].  
 

x−i mod p = x−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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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는 p 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식 (1)이 성
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바이트 블록 단위의 등 
간격 추측 key 수열은 {j, j−1 mod256, j−2 
mod256,…,j−N+1mod256}의 각 원소의 헤밍웨이트를 
계산하여 실제 파형상의{r,r−1 mod256, r−2 mod256,…, 
r−N+1 mod256}과의 최대 상관계수를 계산한다.  
 
알고리즘 1: MRED(k 번째 byte) 
입력 값 : k 번째 등 간격 평문에 의한 전력 정보
T=(s0,s1,s2,…,sn-1)  
출력 값 :  Key candidates 
Step 1  For j from 0 to 255 

Setp 1.1 Aj={H(j), H(j–1mod256), H(j–2mod256),…, 
H(j–n+1 mod 256)} 

Step 1.2 ρj=ρ(Aj , T) 
Step 1.3 If j=0 then key=0, ρr=ρj 

                    Otherwise; if ρr<ρj  then, rk = j, ρr=ρj 
Step 2  Return rk 

<알고리즘 1> MRED 알고리즘 
 
<알고리즘 1>은 MRED분석 알고리즘이다. H(r)는 r

의 헤밍웨이트를 의미하며, 추측한 j 값이 r 과 일치한
다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CPA
분석을 통하여 직접 키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위 공격 방법은 다음의 수식(2)에 의해 최하위 바이트
에서 임의의 크기까지 확장 시킬 수 있다.  
 

x – i(256)k mod p = r – i(256)k                    (2)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중간 값을 이용하여 r 에 

대한 DPA 분석을 시행한다. r값을 이용하여, GCD(p × 
q , x –r)을 계산하면 공격자는 쉽게 RSA의 비밀 소수
인 p 를 찾아 낼 수 있다. 분석에 필요한 파형 수는 
각 블록의 분석에 필요한 파형 수의 평균 m 에 블록 
수의 곱인 m × n이다.  
 
3. Redu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 NMRED 분석 

기존의 MRED 는 등 간격 평문에 대한 헤밍웨이트
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방법은 헤밍웨
이트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 등 간격의 중간 값을 이
용하는 NMRED(New MRED)방법을 제안한다. 

 
알고리즘 2: NMRED(k 번째 byte) 
입력 값 : k 번째 등 간격 평문에 의한 전력 정보
T=(s0,s1,s2,…,sn-1)  
출력 값 :  Key candidates 
Step 1  For j from 0 to 255 

Step 1.1 Aj={j, j–1mod256, j–2mod256,…, j–n+1 
mod 256} 

Step 1.2 ρj=ρ(Aj , T) 
Step 2  Return {ρjk | j∈Z256 } 

<알고리즘 2> NMRED 알고리즘 
 

<알고리즘 2>는 NMRED 분석 방법을 나타낸 것이
다. k 번째 바이트 분석 결과인 256 개의 상관계수 값

을 이용해 공격자는 키의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Step 
1.1 의 Aj는 <알고리즘 1>에서와 같이, 파형과의 상관
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중간 연산 값이다. Aj 는 헤밍웨
이트에 의해 계산되지 않고 단순히 등 간격의 평문을 
활용하여 계산된다. 
리덕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곱셈과 덧셈, 뺄셈 

등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7], 연산의 마지막 단
계는 상수 또는 ‘몫에 의존한 상수’에 의한 뺄셈 단계
를 가지고 있다. NMRED 방법은 상수에 의한 뺄셈 알
고리즘의 블록 단위 연산의 borrow 가 존재한다는 성
질을 이용한 것이다.  

 
알고리즘 3: 큰 수 뺄셈  
입력 값 :  u, c (n+1 byte 크기)  u ≥ c 
출력 값 :  u – c 
Step 1  Borrow = 0 

Step 1.1  For i from 0 to n do the following 
Step 1.2  ri = (ui – ci + borrow) mod 256 
Step 1.3  If(ui – ci + borrow) ≥ 0 then borrow=0;  

otherwise borrow= –1 
step 2  Return((rn,rn-1…,r1,r0)) 

<알고리즘 3> 큰 수 뺄셈 알고리즘 
 

<알고리즘 2>는 큰 수 뺄셈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
이다[7]. Step 2.2에서 뺄셈 연산 시 상위 자릿수로부터 
빌려오는 값인 borrow 값을 수정한다. 이 때에 조건 
문에 의해서 0 과 –1 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파형의 
형태로 분류가 된다. 뺄셈의 최하위 바이트인 u0 – c0 
연산만을 주목하여 보자. Borrow값의 발생은 u0 – c0연

산 시 u0 < c0인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u0–i –c0 = r0 –i 연산의 borrow 발생 

(그림 1)은 뺄셈의 최하위 바이트에서 발생하는 u0 
– c0연산에서의 ‘borrow 발생’을 u0 = 255, c0 = 120으로 
설정하였을 때 계산 값을 나타낸 것이다. 등 간격 평
문 공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u0수열은 {u0 mod 256, u0–
1 mod 256,u0–2 mod256,…u0–N+1 mod 256}이며, c0는 몫
에 의해 고정된다. Borrow 발생이 u0수열의 값에 의해 
변함에 따라 파형은 borrow ‘0’ 과 borrow ‘–1’ 로 구분
될 것이다. 따라서 공격자가 borrow “0”과 borrow “–1” 
파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면, DPA 또는 CPA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격자는 나누는 값인 p 를 알 수 
없으므로, borrow의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c0 값을 알 수 없다. NMRED 방법에서는 c0 값

이 고정 상수임을 이용하여, u0 수열의 값에 따라 확
률적으로 borrow 수열을 구성한다. Z256에 속하는 임의
의 값 y와 임의의 상수 c의 최하위 블록 c0에 대하여 
y – c0 를 계산할 때 borrow 가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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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계산 된다. 
 
P(borrow occurring) 
= P(y < c0) = (255 – y) / 256                        (3) 
 
즉, u0 수열에 속한 고정된 y 에 대하여 borrow 가 

발생할 확률은 (255–y)/256 이다. (그림 4)는 균등 확률 
분포를 갖는 c0 와 고정된 x 에 의한 Borrow 발생 경
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균등 확률 분포를 갖는 c0와 고정된 x에 의

한 Borrow 발생의 경우 

단, c0∈Z256 는 균등 확률 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c0는 고정된 몫과 비밀 소수 p 의 
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RSA 프로토콜의 소수 p
의 생성에서의 난수성(Randomness)이 충분히 보장 된
다면, c0는 균등분포를 갖는다.  
따라서 c0 를 알 수 없는 공격자가 수식 (3)의 확률

을 이용하여 u0 를 추측하기 위한 수열인 Bj 를 구성
하여 <알고리즘 2> 의 Step 1.1 에 해당하는 NMRED
분석을 위한 중간 값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B255 는 
다음과 같다. 
 
B255 = {0/256, 1/256, 2/256, … ,254/256,255/256,0/256,…}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된 Bj 는 u0 를 찾기 위한 수

열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가 찾는 공격 대
상 변수는 u0가 아닌 r0이기 때문에, NMRED 의 최종 
중간 값 수열은 u0를 찾는 Bj 를 r0를 찾는 Aj로 변형
해야 한다. 상수 분모 255 를 제외한 Bj 은 (그림 1)의
u0 수열의 255 에 대한 보수 관계이므로 Pearson 상관
계수 ρ(u0 수열, Bj) = – 1 이다. 한편, u0 – c0 = r0 이므로, 
u0 = r0 + c0이다. 그러므로 u0 – c0 = r0연산에서 borrow
가 발생하는 것은 u0 = r0 + c0의 연산에서 덧셈 carry
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Bj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r0 를 추측하기 위한 중간 값으로 Aj 을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P(carry 발생 | z ∈ Z256) 
= P(256 ≤  z+c0) = P(256 – z ≤  c0) = z / 256          (4) 
 
예를 들어 u0 = 255 이며 c0 = 120이므로 r0 = 135이다. 
따라서 A13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135 = {135/256, 134/256, 133/256, …, 1/256,…} 

Aj 는 키 r0 를 찾는 새로운 중간 값 집합이며, 
borrow가 발생되는 파형과의 최대 상관계수를 계산하
여 키를 찾아 낼 수 있다.  

 

 
(그림 5) Aj (r∈Z256 )과 borrow발생과의 상관계수 

(그림 5)는 (그림 3)과 같은 값으로 u0 = 255, c0 =120, 
로 설정하여 borrow 발생과 Aj 과의 상관계수를 계산
한 것이다. 결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키는 
135 이며, 찾는 r0 값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갖는 키는 255(=u0)이며, ρ(Aj ,Bj)= – 1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과 적으로 ρ(A255 ,carry 발생) = – 
ρ(A135 , carry 발생) 이다.  
 
4. 실험 결과와 한계 

3 장에서는 borrow 가 발생하는 시간 영역을 이용하
여 분석을 할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검증 하였다. 본 
장에서는 실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성능을 확
인하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파형 수집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프로세서 MCU chip – software board 

샘플링 레이트 250MS/s 
알고리즘 8 비트 연산의 모듈러 리덕션 알고리즘

x–i(256)k mod p = r – i(256)k 
변수 크기 32byte 등 간격 입력 평문 16byte 소수 

‘p’ 
<표 1> 실험 환경 

 

<표 2>는 실험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은 
MCU chip소프트웨어 보드에서 구동되는 모듈러 리덕
션 알고리즘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6)는 carry 발생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Aj 을 
중간 값으로 계산하여 뺄셈 단계를 분석한 결과 256
개의 r0후보에 대한 결과 값이다. 분석 결과, (그림 5)
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절대값으로 분석되었다. 
그림에 의하면 두 개의 높은 peak 주변으로 높은 상
관계수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개의 높은 
peak는 u0와, r0의 후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7)은 전체 키에 대한 공격 구간에서의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편차가 큰 두 개의 선은 
A255 상관계수와 A135의 상관계수이다. 대칭 적으로 가
장 큰 상관도를 보이는 두 개의 키 사이에 다른 키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가
장 낮은 상관도를 갖는 키 u0 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
를 갖는 r0 가 전체 시간 영역에서 최대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두 개의 키 후보로 압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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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orrow 발생을 이용한 최하위 바이트 공격 

결과 

 

 
(그림 7) 전체 키에 대한 상관계수 형태 

 1st 바이트 2nd 바이트 3rd 바이트 
최소 파형
개수(New) 

256개 256개 256개 

최소 파형 
개수(일반 

MRED) 

2800개 
이상 

3000개 
이상 

1800개 
이상 

<표 2> NMRED와 MRED와의 분석 최소 파형 수 비교 
 

<표 3>에서 알 수 있듯, 일반적인 MRED 분석에 수
천 개의 파형이 필요했었지만, NMRED 분석 에는 오
직 256 개의 파형이면 한 블록을 분석하는 파형 수로 
충분하며, 256 개는 분석 중간 값을 구분 할 수 있는 
최소 파형 개수 이므로, 최소한의 파형 수 만으로 분
석이 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 주었다. 전체 블록의 
키를 찾는 데에는 256×n(블록 수)의 파형이 필요하므
로,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훨씬 적은 수의 평문 정보
만을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NMRED 분석 
결과는 (그림 6)에서와 같이 ri 와 ui 를 구분 할 수 없
기 때문에 2 개 또는 여러 개의 키 후보를 주는 역할
을 할 뿐, 전력 파형 수를 높임으로써, 하나의 유일한 
키를 찾아내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량
의 파형 수로 키 후보를 좁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제
한된 파형 수의 분석에 효과가 있다. NMRED 의 또 
다른 약점은 상수가 ck=0 인 경우에 borrow 가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분석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ck=1, 
ck=255 와 같이 ck∈Z256값이 0(=256) 에 가까울 경우에
는 분석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기존의 등 간격 평문을 이용한 CRT 분

석 위치를 새로 정의하고 키를 찾아내기 위한 새로운 
중간 값 수열을 생성한 NMRED 분석 방법을 제안 하
였다. 우리의 방법에 의하면 256×n 개의 파형 수 만
으로 2n 개의 키 후보로 압축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NMRED 는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피크가 나타
나므로, 단순 데이터에 의존한 MRED 분석에 비해 분
석 결과를 얻기가 쉽다. 하지만 NMRED 는 키 후보를 
줄 뿐이며 단 하나의 키를 확정 할 수 없으며, Ck=0
일때에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여 향상된 NMRED 분석 방법을 
연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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