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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정수론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소개되는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이를 확장

한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컴퓨터 집약적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들 알고리

즘들은 공개키 암호 분야에서 암호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 중의 하나로서 그 응용

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컴퓨터 집약적 방법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C 언어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각각 고안하여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단순히 정수론 차원

의 계산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함만이 목적이 아니고 아주 큰 수에 대한 역원 (곱셈에 대한 역원)의

계산과이의공개키암호화활용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주요용어: 곱셈에대한역원, 모듈로연산, 최대공약수, 컴퓨터집약적방법, 확장유클리드알고리즘.

1. 서론

두 정수의 최대공약수 g를 구하는 일은 그들의 공약수를 나열한 후 가장 큰 수를 고르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큰 수에 있어서는 꾀나 지루하고도 성가신 일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전 수학자 유클리드가 나눗셈 정리 (division algorithm)를 활용하는 방법 즉 유클리드 알고리즘

(Euclidean algorithm)을고안했다. 이방법이보다효과적으로최대공약수를구하는방법이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주어진 두 정수 a, b (a > b)를 서로 나누어 몫 (quotient) q와 나머지 (remain-

der) r을 얻고 다시 b와 r을 서로 나누어 또 다시 몫과 나머지를 얻는 방법을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나머지가 0이 되기 직전의 나머지를 최대공약수로 얻는 방법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 q1b+ r1, 0 < r1 < b

b = q2r1 + r2, 0 < r2 < r1

r1 = q2r2 + r3, 0 < r3 < r1

...

rn−2 = qnrn−1 + rn, 0 < rn < rn−1

rn−1 = qn+1rn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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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 라메 (Gabriel Lame)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요구되는 단계의 수는 많아야 작은 수의

자릿수의 5배임을 증명하였다 (Knuth, 1998). 실제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단계 수는 근사적으로
12 log 2

π2 log b임을 Dixon (1970)이밝힌바있다.

확장유클리드알고리즘은두정수 a, b (a > b)에대하여최대공약수 g는물론이고

s× a+ t× b = g

를 만족하는 두 정수 s와 t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단계수는 유클리드 알

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단계수와 동일하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계산에서는 좀 더 많은 계산을

진행한다.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결과로 부터 우리는 쉽게 주어진 수의 곱셈에 대한 역원 (multi-

plicative inverse)을얻을수도있다.

최근 들어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집약적 방법 (computer intensive method)이

여러분야에서나타나고있다. 특히엑셀의매크로기능을이용한도구들이계속개발되고있다. Choi와

Ha (2012)는 엑셀 매크로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즈 (Bayes) 정리 교육도구를 개발하였으며 Choi와 Ha

(2011)는 엑셀 매크로를 이용한 절차 중심의 통계교육도구를 개발하였다. 또 Choi와 Kim (2010)은 엑

셀의 함수를 이용한 표본추출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Kim (2012)은 암호학의 영역에서

DES의 라운드 키 생성 엑셀 매크로를 개발한 바 있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들을 컴퓨터 집약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컴퓨터 알고리

즘)를 설명하였다. 3절에서는 이들 알고리즘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으

로서 C 언어를 이용하는 방법과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소스프로그

램과엑셀매크로결과를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결론을나타내었다.

2.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프로세스

2.1. 유클리드 알고리즘

1절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여러가지 면에서 효율적 결과를 제공한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아주 큰 수 (예로서 500자리의 수) 들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는 실제로

공개키 암호화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공개키 암호 중 RSA 암호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두 소

수의 크기를 512비트로 정하고 있다. 512비트는 십진수로 약 154자리 수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는 전

혀 사용되지 않는 수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더 큰 수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

클리드 알고리즘의 컴퓨터 집약적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Figure 2.1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과

정을나타내고있다.

이 프로세스의 핵심은 나머지 r이 0이 될 때가지 계속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 때에 최대공약수는

r1이된다. 이과정을따라서계산한결과는 Table 2.1과같다. 이경우는세번의유클리드알고리즘단

계를거쳐최대공약수가구해졌음을알수있다.

Table 2.1 Calcualtion of Euclidean algorithm

q r1 r2 r

1 323 247 76

3 247 76 19

4 79 19 0

19 0



Computer intensive method for extended Euclidean algorithm 1469

Figure 2.1 Euclidean algorithm processing

2.2.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곱셈에 대한 역원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확장시켜 놓은 것이다. 확장 유클리드 알

고리즘은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과정 그 자체를 확장시켜 주어진 두 정수 자리에 1과 0 그리고 0과 1을

차례로 대입하여 알고리즘을 반복하여 원하는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Figure 2.2에 확장 유클리드 알고

리즘의프로세스가나타나있다.

Figure 2.2 Extended Eculidean algorithm processing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각 단계에서 한 쌍 대신 세 쌍의 계산과 교환을 진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는 r을 포함하여 s와 t를 사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변

수 r, s, t의 계산은 유사하지만 각각의 영역내에서 s와 t는 나머지의 값에 제약이 없다는 것과 주어진 두

정수 r1과 r2의 몫 q가 다른 두 연산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Table

2.2에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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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alculation of Extended euclidean algorithm

q r1 r2 r s1 s2 s t1 t2 t

5 164 28 21 1 0 1 0 1 -5

1 28 21 7 0 1 -1 1 -5 6

3 21 7 0 1 -1 4 -5 6 23

7 0 -1 4 6 -23

이제 곱셈에 대한 역원을 구하는 과정을 고려하자. 두 정수 a와 n에 대하여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

에만관심을가지는연산을모듈로연산 (modulo operator)이라부르며계산된나머지 r을

r ≡ a mod n

로 나타낸다. 모듈로 n을 이용하는 모듈로 연산의 결과는 항상 0과 n − 1사이의 정수로 나타난다. 모

듈로 n 연산의 결과는 하나의 집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집합 Zn을 잉여류 (set of residue)라 부른다.

두 정수가 합동 (congruence)이라 함은 모듈로 n에 대하여 나머지가 같음을 의미하고 합동기호 ≡를 이
용하여 표현한다. 예로서 2 ≡ 12 mod 10이다. 잉여류 집합 Zn에서의 연산을 생각하여 보자. Zn에서

는 덧셈, 뺄셈, 곱셈의 연신이 정의될 수 있다. 연산의 결과에는 항상 모듈로 n이 작동하게 되어 그 결

과는 Zn의 원소가 된다. 그러나 곱셈에 대한 역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곱셈에 대한 역원이

란잉여류집합 Zn에속하는두수 a, b 중

a× b ≡ 1 mod n

을 만족하는 b를 a의 곱셈에 대한 역원 (역원, multiplicative inverse)이라고 부른다. 예로서 모듈로가

10인 경우 3의 역원은 7이다. 모듈로 n 연산에서 역원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정수 a가 Zn에서곱셈에대한역원을가지기위해서는 a와 n은서로소 (relatively prime)의관계

를가져야한다. Figure 2.3은곱셈에대한역원을구하는프로세스를나타내고있다.

Figure 2.3 Multiplicative inverse processing

곱셈에대한역원을구하는과정은확장유클리드알고리즘의부분적활용을고려하면된다.

s× a+ t× b = g

로부터 s를 0으로두면자연스럽게

t× b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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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게된다. 주어진 수 b와 모듈로 n이 서로 소일 경우에 역원이 존재함을 이용하면 즉 b와 n의 초대

공약수가 1임을적용하여
t× b = 1

을 얻게 된다. 즉 t가 구하고자 하는 b에 대하여 곱셈에 대한 역원이 된다. Table 2.3은 Z26일 경우 곱

셈에대한역원을구하는프로세스를적용하여얻은결과이다.

Table 2.3 Calculation of multiplicative inverse

q r1 r2 r t1 t2 t

2 26 11 4 0 1 -2

2 11 4 3 1 -2 5

1 4 3 1 -2 5 -7

3 3 1 0 5 -7 26

1 0 -7 26

Table 2.3에서 t1열에 해당되는 -7이 바로 모듈로 26에서 11의 역원이다. 이는 −7 mod 26 ≡ 19

mod 26으로부터 11의곱셈에대한역원이 19임을확인할수있다.

3.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 컴퓨터 집약적 방법

2절에서 설명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나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아주 큰 수의 경우에 유용하지만

실제로 이 알고리즘들을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소스 프로그램은 그 내용상의 쉬운 프로세스 전개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확장 유클

리드 알고리즘을 다루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손으로 몇번의 계산과정을 확인하면서 익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실제로 아주 큰 수들의 최대공약수나 곱셈에 대한 역원, 나아가 소인수 분해 등의 경우에 봉착

할 경우 컴퓨터 집약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절에서는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컴퓨터

집약적 방법의 일환으로서 C 프로그래밍 방법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

하고자한다.

C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본 절에서 소개되는 C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확장 유클리드 알고

리즘을 해결하면 되고 C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사

용자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엑셀 매크로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Figure 3.1 부터 Figure 3.2

까지는확장유클리드알고리즘에대한 C 소스프로그램과결과를나타내고있으며 Figure 3.3은마이크

로소프트엑셀을이용하는확장유클리드알고리즘의매크로결과를보여주고있다.

Figure 3.1 Output for extended Euclidean C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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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C source for extended Euclidean algorithm

Figure 3.3 Extended Euclidean algorithm Excel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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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RSA (Rivest 등, 1978)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방법으로서 최대공

약수와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512비트 이상의 두 소수 p와 q를 선택하고 두 수를

곱하여합성수 n = p× q를구한후오일러함수 φ(n) = (p− 1)× (q − 1)을구한다. 이제잉여류집합

Zφ(n)에서서로소인두수 d와 e를선택하여그중하나인 e와합성수 n을공개키값으로사용한다. 이

때모듈로연산의특징상

d× e ≡ 1 mod φ(n)

임은자명하다. 이제평문숫자 p는

c = pe mod n

으로암호화되어보내지고이암호숫자 c는

p = cd mod n

에 의해 복호화되는 암호시스템이 RSA 공개키 암호시스템이다. 이 복호화 과정에서 비밀키 값인 d를

구하기위하여

d = e−1 mod φ(n)

을 구할 때에 즉 모듈로 φ(n)에서 e에 대한 곱셈의 역원 d을 구할 때에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사용

된다. 여기서기억하여야할사실중의하나는우리가다루는수가상당히큰수라는점이다. 또한암호

화나복호화과정에서멱승연산이요구된다는점이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 그리고 모듈로 연산에서의 곱셈에 대한

역원등에대하여조사하고이들을컴퓨터를이용하여구현하는두가지컴퓨터집약적방법을제안하였

다. 제안된 두 가지 컴퓨터 집약적인 방법은 각각 C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인 RSA에서 확장

유클리드알고리즘의활용도첨언하였다. 제안된두가지컴퓨터집약적방법모두저마다의장점을지

니고있지만사용자들의상황에따라서쉽게그리고간단하게적용될수있는방법을모색하여활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강력한 C나 C++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아주 큰 수들에 대한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

즘의계산과 RSA 암호화를구현할수도있고때로는프로그래밍의부담을제거하고대부분의컴퓨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하여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법도

교육적으로상당한의의가있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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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two computer intensive methods for extended Eu-

clidean algdrithm. Two methods we propose are C-programming based approach and

Microsoft excel based method, respectively. Thses methods are applied to the deriva-

tion of greatest commnon devisor, multiplicative inverse for modular operation and the

solution of diophantine equation. Concrete investigation for extended Euclidean algo-

rithm with the computer intensive process is given. For the application of extended

Euclidean algorithm, we consider the RSA encrytion method which is still popular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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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sor, modular operation, multiplicative in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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