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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자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과 시스템들이 위협받고 있

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양자 컴퓨터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양자내성암호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으며, 미국 NIST 에서는 양자내성암호의 표준화를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공모전 최종 후보 중 하나인 NTRU 알고리즘을 가속화하기 위한 성능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서론 

오늘날 IBM, Microsoft, Google 과 같은 기업들을 중

심으로 양자 컴퓨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2015 년에는 일반적인 컴퓨터 대비 1 억 배 이상 빠른 

성능의 양자 컴퓨터 D-Wave2 가 공개되었다. 양자 컴

퓨터를 이용하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호 알고

리즘인 RSA, ECC 와 같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1]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에서는 양자내성암호(Post Quantum Cryptography, PQC) 

알고리즘 표준화를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PQC 표준화 공모전은 세 번째 라운드까지 진

행되면서 7 개의 최종 후보가 남아있으며, NTRU 알고

리즘도 그 중 하나이다. NTRU 알고리즘은 1996 년에 

처음 소개된 암호 알고리즘으로,[2] 발표된 이후 20 여

년 간 계속된 연구로 개선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격자 기반 암호 방식이 되었다.[3] NTRU 알고리즘은 

속도, 암호키 크기, 암호문 크기 등에서 다른 격자 기

반 암호 알고리즘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4] 하지만 

공모전 내 경쟁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의 평범한 성

능은 NTRU 알고리즘의 실용화를 위해 개선을 필요

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NIST PQC 표준화 공모전에 제출된 

NTRU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서 

NTRU 알고리즘에서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

을 수 있다. 

2. 배경 지식 

NTRU 알고리즘은 PQC 표준화 공모전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따로 제출된 NTRU-HRSS-KEM, NTRU-

Encrypt 두 알고리즘이 통합된 공개키 암호(Public Key 

Encryption, PKE) 및 키 캡슐화 매커니즘(Key Encap- 

sulation Mechanism, KEM)이다.[5]  

NTRU 알고리즘은 환(Ring) 형태의 N-1 차 다항식을 

두 서로소 p, q 로 모듈러하여 연산에 이용한다. 이러

한 다항식 연산을 통해 PKE/KEM 암호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아래 <표 1>은 통합된 NTRU 알고리즘의 

네 가지 파라미터 세트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NTRU 알고리즘 Parameter Sets 

 
NTRUHPS 

2048509 

NTRUHPS 

2048677 

NTRUHPS 

4096821 

NTRU 

HRSS701 

N 509 677 821 701 

p 3 3 3 3 

q 2048 2048 4096 8192 

 

PKE/KEM 암호 방식은 키 생성(Key Generation), 암

호화(Encapsulation), 복호화(Decapsulation)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키 생성 단계에서는 암호화, 복호

화에 필요한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한다. 암호화 단

계에서는 공개키를 이용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암호화한다. 복호화 단계에서는 개인키를 이용해 전

달받은 메시지를 복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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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TRU 알고리즘 주요함수 소요 시간 및 비중 

3. 성능 분석 실험 및 결과 

NTRU 알고리즘을 각 파라미터 세트와 단계별로 

나눠서 성능 분석을 진행했다. 성능 분석을 위해 

336MHz ARM Cortex-M4 가 장착된 STM32F407VG 마

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했고, GCC 컴파일러의 최적화 

정도는 -O0 으로 설정했다. 

위 <표 2>는 NTRU 알고리즘의 각 파라미터 세트

에 따른 성능 분석 결과를 단계별 주요 함수가 실행

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중으로 나타냈다. 표에서 들

여쓰기된 함수는 상위 함수에 속한 하위 함수를 나타

내고, 여러 번 호출된 함수는 x(호출된 횟수) 로 나타

냈다. 

실험 결과, 모든 알고리즘의 동일한 단계에서 특정 

함수가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먼저 키 생성 단계에서는 다항식의 모듈러 역

원을 연산하는 poly_Rq_inv, poly_S3_inv 두 함수가 수

행되는 동안 90%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었고, 두 다항

식의 곱연산인 poly_Rq_mul 함수가 실행되는 시간을 

더하면 99%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다. 

암호화 단계에서는 NTRUHPS 알고리즘과 NTRU-

HRSS 알고리즘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NTRUHPS 

알고리즘에서는 poly_Rq_mul 함수가 85~89%의 비중

을 차지하고 메시지의 다항식을 생성하는 sample_rm 

함수가 7.9~10.2%의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NTRU- 

HRSS 알고리즘에서는 poly_Rq_mul 함수가 95.2%의 

비중을 차지하고 sample_rm 함수의 비중은 0.69%에 

그쳤다. 

복호화 단계에서는 poly_S3_mul, poly_Sq_mul, poly_ 

Rq_mul 함수가 각각 32,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poly_S3_mul 함수와 poly_Sq_mul 함수가 실행

되는 시간의 대부분이 하위 함수인 poly_Rq_mul 함수

가 실행되는데 소요되어, 복호화 단계에서는 poly_ 

Rq_mul 함수의 실행이 96~98%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NTRU 알고리즘을 파라미터 세트와 단계별로 성능

을 분석한 결과, 어떤 함수가 실행되면서 시간을 많

이 소요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키 생성 과정에서

는 poly_Rq_inv 함수와 poly_S3_inv 함수가 수행 시간

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서는 

poly_Rq_mul 함수가 sample_rm 함수와 함께 95% 이

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poly_Rq_mul 함수는 키 

생성 과정에서도 24~27%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다. 따

라서 poly_Rq_inv, poly_S3_inv, poly_Rq_mul, sample_rm 

함수를 가속하면 NTRU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네 함수의 알고리즘을 단순화하여 가속하

거나,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하여 가속화하는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NTRU 알고리즘을 가속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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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NTRUHPS2048509 NTRUHPS2048677 NTRUHPS4096821 NTRUHRSS701 

Key Generation 1744.66 (ms) 100 (%) 3047.28 (ms) 100 (%) 4582.23 (ms) 100 (%) 3351.03 (ms) 100 (%) 

poly_Rq_inv 814.58 46.69 1442.87 47.35 2158.69 47.11 1589.06 47.42 

poly_Rq_mul x8 306.01 17.54 482.08 15.82 707.04 15.43 493.61 14.73 

poly_S3_inv 759.80 43.55 1314.29 43.13 1980.90 43.23 1445.97 43.15 

poly_Rq_mul x5 173.59 9.59 289.49 9.50 426.14 9.30 313.32 9.35 

Encapsulation 46.05 (ms) 100 (%) 78.96 (ms) 100 (%) 110.58 (ms) 100 (%) 80.31 (ms) 100 (%) 

poly_Rq_mul 39.51 85.80 68.16 86.33 99.14 89.66 76.47 95.22 

sample_rm 4.72 10.26 6.94 8.79 8.81 7.97 0.55 0.69 

Decapsulation 116.60 (ms) 100 (%) 209.47 (ms) 100 (%) 301.95 (ms) 100 (%) 226.37 (ms) 100 (%) 

poly_S3_mul 39.27 33.68 69.71 33.28 99.67 33.01 74.90 33.09 

poly_Rq_mul 38.46 32.98 67.76 32.35 99.34 32.90 72.80 32.16 

poly_Sq_mul 39.14 33.57 69.71 33.28 99.43 32.93 74.90 33.09 

poly_Rq_mul 38.29 32.84 67.55 32.25 99.34 32.90 72.57 32.06 

poly_Rq_mul 38.26 32.70 67.49 32.22 99.34 32.90 72.51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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