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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채널 공격은 수학적으로 증명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인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에 대한 부채널 공격 방법과 기존 대응

방법 중 가장 안전한 Kim 등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분석 하였다. 또한, Kim 등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

선하여 안전성은 높이고 연산량은 줄이는 새로운 DSA 서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Kim 등이 제안한 알고리즘은 모

든 오류 주입 공격에 안전하지만 전력 분석 공격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연산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난수 2개를 사용하여 Kim 등의 대응 방법과 유사하지만, 기존 알고리즘과 달리 서

명 연산 중 비밀키 값이 난수와의 곱셈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오류 주입 공격뿐만 아니라 전력 분석 공격에도 안전하

며, 연산 효율은 약 34% 향상 되었다.

ABSTRACT

Side channel attack is a powerful technique that can threaten the security of mathematically proven cryptographic

algorithms. In this paper, side channel attack methods for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 and an algorithm proposed by

Kim, the safest among existing countermeasures, were analyzed. In addition, a new DSA signature algorithm was proposed

that increases safety and computational efficiency by improving the problems of Kim's algorithm. The Kim's algorithm is

secure against all fault injection attacks, but it's not considered for power analysis attacks and requires a lot of computation.

The new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is similar to the Kim's algorithm by using two nonce, but it's secure against not

only fault injection attacks but also power analysis attacks, because secret key is multiplied by a nonce and used to

generate the signature. Also,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was improved by about 34% compared to the Kim's algorithm.

Keywords: DSA, Side Channel Attack, Countermeasures

I. 서 론 †

IoT(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인공지

능 등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발전하면

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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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정보보호 디바이스들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중요 정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부채널 공격은

이러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다. 그 결과 여러 제품들의 부채널 공

격 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공격 방법 및 대응방법

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채널 공격은 대표적으로 오류 주입 공격과 전력

분석 공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류 주입 공격은 1997년 Boneh 등에 의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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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public key    ,

secret key 

1. Select a prime number ,

such that     .

2. Choose  so that  ≤  ≤ , and

select a prime number  where

    , with the

property that  divides   .

3. Select a generator  of the unique

cyclic group of order  in 
.

4. Select a random integer ,

such that  ≤  ≤   .

5.   mod.

Fig. 1. Key generation for DSA algorithm

Input: public key    

secret key , message 

1) Signature generation

1. Select a random secret integer ,

such that     .

2.   modmod,

If   then go to step .

3. mod.

4.     mod,

If    then go to step .

5. Signature for  is the pair  .

Verification

1.   mod .

2.   mod ,   mod

3.   modmod

4. Accept the signature if   

2)

Fig. 2. Signature generation and verification for

DSA algorithm

음 소개된 공격으로서, 암호 알고리즘 동작 중에 오

류를 주입하는 기술이다[1]. 디바이스 외부에서 글

리치, 레이저, 전자기파 등의 물리적인 영향을 주어

오류를 발생 시키고, 변조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비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전력 분석 공격은 1996년 Paul Kocher가 처음

소개한 공격으로서, 암호 알고리즘 동작 중에 발생하

는 물리적 정보들을 분석하는 기술이다[2,3]. 디바

이스에서 암호 알고리즘 동작으로 발생하는 전력, 전

자기파 등을 측정하고,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비

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에 대한

오류 주입 공격은 1997년 Bao 등에 의해서 처음

소개 되었다[4]. 이후 Giraud 등[5], Nikodem

등[6,7], Naccache 등[8], Schmidt 등[9],

Jung 등[10], Kim 등[11]에 의해서 새로운 오류

주입 공격 및 이에 대응하는 안전한 알고리즘들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알고리즘들은 전력

분석 공격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DSA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할 때 전력 분석 공격의

대응방법[12,13] 등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는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DSA 오류 주입 공

격의 대응 방법들 중 가장 안전한 Kim의 알고리즘

을 분석한 후, 새로운 DSA 서명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난수를 2개 사용하여 Kim

의 대응 방법과 유사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비밀키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서명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류 주

입 공격 뿐만 아니라 전력 분석 공격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로 인하여 Kim의 방법 대비 연산량

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 기존

부채널 공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부채널 공격에 안전하

고 효율적인 DSA 서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

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DSA 알고리즘의 부채널 공격 및 기존 대응

방법 분석

2.1 DSA 알고리즘

DSA는 1991년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 제안 되었으며,

1994년 12월에 미국의 전자 서명 표준으로 제정 되

었다[14]. DSA는 이산대수 문제에 안전성을 기반

으로 하고 있고, Schnorr 서명 기법[15]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킨 서명 기법이다.

DSA 전자 서명의 키 생성, 서명, 검증 알고리즘

의 동작 방법은 Fig.1, 2.와 같다.

올바른 서명 값 과 메시지 은 식(1)을 만

족해야 한다. 식(1)을 이용하여 식(2)와 같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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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Fig.2. 의 verification 단계 2,3을

수행하면 식(3)이 된다. 결국 식(3)은   과 동일

하므로 Fig.2. 가 성립 한다

 ≡    mod (1)

  ≡  mod (2)

modmod  modmod (3)

2.2 DSA 부채널 공격 방법

2.2.1 오류 주입 공격

현재까지 알려진 DSA의 오류 주입 공격 방법들

은 비밀키 또는 난수에 대한 오류 주입과 제곱 연산

에 대한 오류 주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 비밀키에 대한 오류 주입

DSA 서명 알고리즘에 대한 최초의 오류 주입 공격

방법으로서 Bao 등[4]이 비밀키 한 비트의 오류 주입

공격 방법을 소개하였고, 이를 바이트 단위로 확장한

방법을 Giraud 등[5]이 제안하였다. 그들은 공격자

들이 서명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동안에 비밀키 가 저

장되어 있는 레지스터에 오류를 주입할 수 있다고 가

정하였고, 다음의 분석 과정을 통해 비밀키를 찾아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Step 1) 비밀키 의 번째 비트 오류를 가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다.

Step 2) 공격자는 오류가 주입된 비밀키 로 생성

된 아래의 서명 값을 얻을 수 있다.

  modmod

    mod

Step 3) 공격자는 오류의 서명 값 와 메시지 M

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한다.

 mod

  mod  mod

   ∙
mod 

  ∙ mod

 mod mod

그리고 검사 값 을 계산한다.

  


mod     ⋯  (4)

Step 4) 공격자는 다음의 두 식이 성립하는지 검사

하여 비밀키 중 한 비트를 찾아낼 수 있다.

∙mod   이면    이다.

mod   이면    이다.

공격자는 서로 다른 에 대해 반복적으로 Step 4

를 수행하여 비밀키 의 번째 비트 값을 찾을 수 있

다. (바이트 단위의 공격 방법도 위의 비트 공격과 유

사한 분석 과정을 가지므로 생략한다.)

l 난수에 대한 바이트 리셋 오류 주입

난수에 대한 오류 주입 공격 방법은 Naccache

등[8]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들은 공격자들이 난수

가 생성되는 동안 오류를 주입하여 난수의 하위 바이

트들을 0으로 리셋 시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공격자는 난수의 부분 정보를 알아낼 수 있

고, 이들의 서명 쌍을 가지고 lattice 공격 방법에

적용하여 비밀키를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l 제곱 연산을 생략하는 오류 주입

제곱 연산에 대한 오류 주입 공격은 Schmidt 등

[9]이 ECDSA을 대상으로 처음 소개하였고, Jung

등[10]이 이를 DSA에 적용하였다. 그들은 난수 

의 지수승 연산이 수행되는   mod 의 

번째 제곱 연산을 생략하는 오류를 주입하는 것을 가

정한다. 연산 오류를 통해 의 부분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이러한 서명 쌍들을 이용해 lattice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의 부분정보 ′를
알아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여기서 ′는 난수 의

번째 이후의 비트 값을 나타낸다.)

Step 1) 서명 생성   mod의 연산 중 

번째 제곱 연산을 생략하는 오류를 주입하고, 오류의

서명 , 를 가진다.

Step 2) 오류의 서명 값 , 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mod을 계산한다.

 mod 
 

mod∙
 mod

Step 3) 위 과정에서 얻은 과  mod를 이

용하여 식(5)를 만족하는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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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secret key , public key 

message , generator 

modulus , 

Output: signature 

1. Select random number , 

with ⌈⌉,   

2.   mod

3.  modmod

4.     mod

5.  mod
mod  mod

6. ′  ⊕mod

7.   ′   
mod

Fig. 3. Kim’s DSA signature algorithm

   mod ∙′ modmod (5)

위 공격에서는 mod, mod,

 값이 모두 짝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다.

2.2.2 전력 분석 공격

DSA의 전력 분석 공격은 비밀키 와 난수 에

대한 공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 비밀키에 대한 전력 분석

DSA의 안전성은 비밀키 에 의존하므로 가 연

산되는 mod  등을 통해 전력 분석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비밀키 는 항상 고정값이

고, 이와 연산되는 은 항상 랜덤하게 바뀌기 때문

에 일반적인 전력 분석 방법 DPA (Differential

Power Analysis), CPA (Correlation Power

Analysis) 등의 공격들을 수행할 수 있다.

l 난수에 대한 전력 분석

Nguyen 등[16,17]은 난수 의 일부 정보가 노

출된 서명 쌍들을 수집하여 lattice 공격으로 비밀

키를 복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난수 또

한 전력 분석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난수 생성 알고리즘[18] 또는 난수 가 연산되

는   modmod 등을 통해 전력 분석 공격

을 수행할 수 있다.

2.3 DSA 부채널 공격 기존 대응 방법

부채널 공격 중 전력 분석 공격은 masking과 같

은 일반적인 대응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12,13].

그리고 오류 주입 공격의 대응 방법들은 Bao가 공

격 방법을 처음 제안한 이후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

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류주입 공격의 대

응 방법들 중 가장 안전한 Kim 등이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2.3.1 Kim 등의 방법

Kim 등[11]이 제안하는 방식은 Nikodem[6]의

오류 주입 공격에 안전한 DSA 서명 알고리즘을 변

형 시킨 것으로 Fig.3. 에서 기술한다.

서명 생성 중에 오류가 주입되면 서명문 전체에

오류가 확산 되고, 이렇게 확산된 오류는 검증 단계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난수의

오류 주입 공격을 막기 위해서 두 개의 난수 , 

를 선택하여 새로운 난수 를 생성한다. 단계 4, 5

가 오류 주입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만약 단계

5 이전에 비밀키  혹은 난수 에 오류가 주입될

경우,  ≠ 이 되어 서명 는 추측하기 어려운 난

수가 된다. 또한 Fig.3. 의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

더라도 일반적인 DSA 서명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서

명의 유효함을 검증할 수 있다.

Kim 등이 제안한 DSA 알고리즘은 비밀키 오류,

난수에 대한 오류 등 알려진 오류 주입 공격들에는

안전하나 연산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력

분석 공격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응 방법

이 필요하므로 더욱 많은 연산량이 요구 된다.

III. 제안하는 DSA 서명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Kim 등이 제안한 알

고리즘의 단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DSA 서명 알고

리즘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한다.

3.1 제안하는 DSA 서명 기법

제안하는 새로운 DSA 서명 알고리즘은 Fig.4.

에서 기술한다. 이는 오류주입 공격 및 전력분석 공

격을 막기 위해서 아래의 해결 방법들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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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secret key , public key ,

message , generator ,

modulus , 

Output: signature 

1. Select random number , 

with   ,  



2.   
mod

3.   
mod

4.  
mod mod

5. If    then go to step1

6.   
mod

7.    
mod

Fig. 4. Proposed DSA signature algorithm

두개의 난수 ,를 선택하여 서명 생성에 사용

한다. 이 때 ,의 비트 길이는 의 반으로 설정

한다. 두 개의 난수를 사용하여 서명 값 을 생성하

기 때문에 두 번의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하

지만, 두 난수 곱이 와 같기 때문에 연산량은 기존

과 동일하다.

비밀키 를 공격자가 알 수 없는 난수 과의 곱

셈과 그 결과의 역원으로 을 계산하고, 이를 서명

생성에 사용한다.

제안하는 DSA 서명 방법은 정리 1.과 같이 기존

DSA와 동일한 서명 값이 생성되므로, 서명 검증 또

한 동일하게 수행 할 수 있다.

정리 1. Fig.4. 는 표준 DSA와 동일한 서명 결과

를 생성한다.

증명.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modmod  modmod

 

 


 

modmod

 

 


 

modmod

 

 

modmod

 modmod (6)

   
mod

 



mod

 
mod

 mod  (7)

추가로 상기 수식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진

행하였다. Fig.5.과 Fig.6.는 제안하는 DSA 서명

방법과 표준 DSA 알고리즘을 Maple 6. 계산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이다. 입력 파라미터들

은 CAVS (Cryptographic Algorithm

Validation System)[19]의 test vector를 사용

하였고, 동일한 값으로 연산할 경우 서명 값 ,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Fig. 5. Simulation of proposed DSA.

Fig. 6. Simulation of original DSA

3.2 안전성 분석

3.2.1 오류 주입 공격에 대한 안전성 분석

현재까지 알려진 DSA 서명 알고리즘의 오류주입

공격 방법은 세 가지이다. 1) 비밀키 에 대한 오류

주입, 2) 제곱 연산을 생략하는 오류 주입, 3) 난수

에 대한 byte reset 오류 주입 방법들이 있다. 각

공격 방법들의 안전성을 분석하면 정리 2.와 같다.

정리 2. Fig.4.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상기 3가지

공격에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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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Case 1) 비밀키 에 대한 오류 주입: 제안하는

방법은 비밀키 를 단계 2에서 한 번 사용하는데,

오류가 주입된 경우를    ± 로 표현하여 서명

값을 생성하면 식(8), 식(9)와 같다

  
modmod  

 modmod

 
 

 
  ±

 
modmod

 ±
 

modmod (8)

   


mod

 
 


mod

   ±mod

 ± mod (9)

서명 값 ,는 각각 ±
 

와 ±의 확산

된 오류의 값을 가지는 랜덤 값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공격자는 비밀 정보 없이 식(4)의 검사 값 를 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비밀키에 대한

오류 주입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Case 2) 제곱 연산을 생략하는 오류 주입: 제

안하는 방법은 단계 3, 단계 4에서 제곱 연산이 수

행되므로 각 단계로 나누어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 단계 3의 번째 연산 중 제곱 연산이 생략 되어

졌다면 식(10), 식(11)을 만족하게 된다.

  





  




 

 



  



 

 

mod (10)

  
modmod (11)

공격자는 난수 의 번째 이후 값인 ′를 찾아내

기 위해 식(5)를 수행하게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의 경우 오류의 서명 값 이 의 부분정보가 아닌

와 의 부분 정보의 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

격자는 식(5)를 만족하는 ′를 찾아낼 수 없다.

⚫ 단계 4의 번째 연산 중에 제곱 연산이 생략 되

어 졌다면 식(12), 식(13)를 만족하게 된다.

  
 

 

mod  

 

mod (12)

  





  









 







modmod (13)

공격자는 난수 의 번째 이후 값인 ′를 찾아내

기 위해 식(5)를 수행하게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의 경우 오류의 서명 값 이 의 부분정보가 아닌

과 의 부분정보의 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격

자는 식(5)를 만족하는 ′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

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제곱 연산을 생략하는 오류

주입 공격에 안전하다.

Case 3) 난수 에 대한 바이트 리셋 오류 주

입: 난수 의 최하위 한 바이트가 이 되었다고 가

정하면, 단계 2의 을 계산할 때 모듈러스 곱셈 연

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하위 바이트는 이 아닌 랜

덤 값으로 생성 된다. 이를 이용하여 서명 값을 생성

하면 랜덤 오류가 확산 되어 의 부분 정보를 알 수

없는 서명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공격자는 의

부분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lattice 공격에 적

용할 수 없다. 이는  혹은 ,  동시에 바이트

의 리셋 오류가 주입되더라도 동일하게 랜덤 서명 값

이 생성되므로 제안하는 방법은 난수의 바이트 리셋

오류 주입 공격에 안전하다. □

3.2.2 전력 분석 공격에 대한 안전성 분석

DSA 서명 알고리즘의 전력 분석 공격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비밀키 에 대한 전력 분석, 2) 난수

에 대한 전력분석 방법이 있다. 각 공격 방법들의

안전성을 분석하면 정리 3.과 같다.

정리 3. Fig.4. 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상기 공격

에 안전하다.

증명.

Case 1) 비밀키 d에 대한 전력 분석: 제안하는

방법은 단계 2에서 비밀 키 의 연산이 수행된다.

단계 2는 비밀키 와 공격자가 알 수 없는 난수 

의 곱셈과 역원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연산 결

과인  역시 공격자가 알 수 없는 값이다. 따라서

전력 분석 공격을 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안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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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omputational Complexity

(p=512, =160)

Original DSA
(   modulus exp.× )+(  inversion× )+(  modulus mul.× )

⇒     = 404,356,224
1

Kim's DSA

(  modulus exp.× )+(  modulus exp.× )+(  inversion× )

+(  inversion× )+(  modulus mul.× )+(  modulus mul.× )

⇒      = 1,226,118,048

3.03

Proposed DSA
(    modulus exp.×  )+(   inversion× ) +(   modulus mul.× )

⇒   = 808,789,568
2.00

Table 1. Computational Complexity of DSA Algorithms.

Case 2) 난수 에 대한 전력 분석: 제안하는

방법은 두 개의 난수 , 를 사용하여 서명 값을

생성한다. 전력 분석 공격으로  혹은 를 알아낼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이들은 난수 의 부분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lattice 공격에 사용될 수 없다. 따라

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난수 에 대한 전력 분석

공격에 안전하다.

Case 3) 추가적으로 단계 3과 단계 4에서는 공

격자가 과 를 알아낼 수 없도록 지수승 연산의

SPA(Simple Power Analysis) 공격을 막기 위

한 atomicity 혹은 montgomery ladder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tomicity

modulus exponentiation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수식과 연산량을 계산하였다. □

3.3 기존 대응 방법과 비교

제안하는 DSA 서명 방법과 기존 DSA 서명 방

법들의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비교하면

Table.2. 과 같다. 이 때, 제곱 연산에 대한 오류

주입 공격은 결국 난수의 부분 정보를 알기 위한 공

격이므로 난수 공격에 포함 하였다.

Table.1. 는 original DSA와 Kim의 DSA,

그리고 제안하는 DSA 서명 알고리즘에 대한 연산량

비교 결과이다. 이 때, 는 의 bit 길이를 의미하

고, exp.는 지수승 연산으로 atomicity modulus

exponentiation 방법을 사용하였고, mul.은 곱셈

연산인 montgomery modulus multiplic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연산량을 계산하였다.

연산량 비교 결과 제안하는 DSA 서명 알고리즘의

연산량은 표준 DSA 알고리즘 대비 약 2배이며, 이

는 Kim의 알고리즘에 비하여 약 34프로 개선된 수

준이다. 즉, 전력 분석 공격에 대한 안전성도 가지면

서 더욱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Method
Fault Injection Power

AnalysisSecret Key Nonce

Original weak weak weak

Nicodem secure weak weak

Bae secure weak weak

Jung secure weak weak

Kim secure secure weak

Proposed secure secure secure

Table 2. Safety Comparison of DSA Algorithms.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SA 서명 알고리즘에 대한 부채

널 공격 방법들과 기존 대응 방법 중 가장 안전한

Kim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살펴보았다. 또한 Kim의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성은

높이고 연산량은 줄이는 새로운 DSA 서명 알고리즘

을 제안 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오류 주입 공

격에 대해서 Kim의 알고리즘과 동일한 안전성을 가

지면서 전력 분석 공격에도 안전하며, 연산량은

Kim의 알고리즘에 비하여 약 34%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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