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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RSA(Rivest Shamir Adleman) 공개키 암호시스템 또는 중국인 나머지 정리(Chinese Remainder Theorem)를 이용한

RSA(이하 CRT-RSA)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복호화 연산이나 전자 서명 연산에 대한 부가채널공격 및 오류공격에 대하여

안전하고 또한 그 연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을 개시한다. 상기 알고리즘은 RSA 공개키 암

호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한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과 CRT-RSA 공개키 암호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한 모듈라 지

수승 제2 및 제3 연산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상기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은 메시지 및 지수에 마스킹 방법을

적용하는데 반해, 상기 모듈라 지수승 제2 및 제3연산 알고리즘은, 상기 2개의 마스킹 방법 외에도 오류데이터를 복호문이

나 서명문 전체에 확산시키는 방법을 더 사용하고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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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로 소(relatively prime)인 e 및 의 관계가 있는 d를 이용하고, 상기 n과 상기 e를 공개

키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기 q를 비밀키로 하며,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하는 서

명 S를 생성시키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에 있어서,

상기 n 및 상기 n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random number)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메시지 마스

킹 단계;

상기 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 x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하는 지수 마스킹 단계 및

상기 n 및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

하는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마스킹 단계는,

상기 n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 r을 생성하는 단계;

을 만족시키는 t를 생성하는 단계; 및

을 만족시키는 A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지수 마스킹 단계는,

상기 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 x를 생성하는 단계; 및

을 만족시키는 마스킹 된 지수 d'을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

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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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는,

을 만족시키는 B를 구하는 단계;

을 만족시키는 C를 구하는 단계; 및

을 만족시키는 서명 S를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

즘.

청구항 5.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로 소(relatively prime)인 e, 의 관계가 있는 d, 을 만족시

키는 dp 및 을 만족시키는 dq를 이용하고, 상기 n과 상기 e를 공개키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기 q를 비밀키로 하며,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시키는 서명 S를 생성시키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에 있어서,

상기 n, 상기 p, 상기 q, 상기 e 및 상기 n과 서로 소인 정수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dp, 상기 dq, 상기 (p-1), 상기 (q-1) 및 상기 과 서로 소인 난수 r을 이용하여 상기 지수 dp 및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p 및 dq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는

제1 연산단계;

상기 제1 연산단계에서 수행된 모듈라 지수승 연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류검출 및 오류를 서명전체에 확산시키는 오류검

출 및 오류확산단계; 및

상기 오류검출 및 오류확산단계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곱셈연산을 수행하여 서명 S를 생성하는 제2 연산단계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는,

상기 n과 서로소인 난수 r을 생성시키는 단계;

상기 r, 상기 e 및 상기 소수 p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 및

상기 r, 상기 e 및 상기 소수 q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

승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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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 p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는,

를 만족하는 tp를 계산하는 단계; 및

를 만족하는 Ap를 계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 q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는,

를 만족하는 tq를 계산하는 단계; 및

를 만족하는 Aq를 계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

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지수 마스킹 단계는,

과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정수 x를 생성시키는 단계;

상기 정수 x와 상기 소수 p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p를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정수 x와 상기 소수 q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수 x와 상기 소수 p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p를 마스킹 하는 단계는,

을 만족시키는 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정수 x와 상기 소수 q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는,

을 만족시키는 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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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연산단계는,

을 만족시키는 Bp를 계산하는 단계; 및 를 만족시키는 Cp를 계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소수 p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 및

을 만족시키는 Bq를 계산하는 단계; 및 를 만족시키는 Cq를 계산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소수 q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13.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검출 및 오류확산단계는,

상기 소수 p를 이용한 오류변수 계산단계;

상기 소수 q를 이용한 오류변수 계산단계; 및

검출된 오류의 확산변수를 구하고 CRT를 적용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 p를 이용한 오류변수 계산단계는,

를 만족시키는 오류변수 Dp를 계산하며,

상기 소수 q를 이용한 오류변수 계산단계는,

를 만족시키는 오류변수 Dq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된 오류의 확산변수를 구하고 CRT를 적용하는 단계는,

를 계산하며, 여기서 는 XOR(Exclusive OR)연산을 의미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라 곱셈연산 단계는,

을 만족시키는 서명 S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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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로 소(Relatively Prime)인 e, 의 관계가

있는 d, 을 만족시키는 dp 및 을 만족시키는 dq를 이용하고, 상기 n

과 상기 e를 공개키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기 q를 비밀키로 하며,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하는 서명 S를 생성시키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에 있어서,

상기 n, 상기 p, 상기 q, 상기 e 및 상기 n과 서로 소인 정수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

(p-1), (q-1) 및 상기 과 서로 소인 난수 r을 이용하여 상기 지수 dp 및 상기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p와 상기 지수 dq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는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 및

상기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의 출력데이터에 포함된 오류를 검출하고 검출된 오류가 포함된 서명 S를 생성하는 오류 검

출 및 오류확산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는,

상기 n과 서로소인 난수 r을 생성시키는 단계;

상기 r, 상기 e 및 상기 소수 p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 및

상기 r, 상기 e 및 상기 소수 q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

승 알고리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 p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는,

를 만족시키는 tp를 계산하는 단계; 및

를 만족시키는 Ap를 계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 q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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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시키는 tq를 계산하는 단계; 및

를 만족시키는 Bq를 계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지수 마스킹 단계는,

과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정수 x를 생성시키는 단계;

상기 정수 x와 상기 소수 p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p를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정수 x와 상기 소수 q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정수 x와 상기 소수 p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p를 마스킹 하는 단계는,

을 만족시키는 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정수 x와 상기 소수 q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는,

을 만족시키는 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는,

를 만족시키는 Bp를 계산하는 단계; 를 만족시키는 Cp를 계산하는 단

계; 및 를 만족시키는 Sp를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소수 p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

를 만족시키는 Bq를 계산하는 단계; 를 만족시키는 Cq를 계산하는

단계; 및 를 만족시키는 Sq를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소수 q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

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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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T(Sp, Sq)를 만족시키는 S'를 구하는 CRT를 적용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

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 검출 및 오류확산단계는,

을 만족시키는 S를 생성하며, 여기서 는 XOR(Exclusive OR)연산을 의미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청구항 26.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

로 소(relatively prime)인 e 및 의 관계가 있는 d를 이용하고, 상기 n과 상기 e를 공개키

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기 q를 비밀키로 하고,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시키는 서

명 S를 생성시키며,

상기 n 및 상기 n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random number)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메시지 마스

킹 단계;

상기 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 x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하는 지수 마스킹 단계; 및

상기 n 및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

하는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를 구비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7.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

로 소(relatively prime)인 e 및 의 관계가 있는 d를 이용하고, 상기 n과 상기 e를 공개키

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기 q를 비밀키로 하고,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시키는 서

명 S를 생성시키며,

상기 n 및 상기 n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random number)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메시지 마스

킹 단계;

상기 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 x를 이용하여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하는 지수 마스킹 단계; 및

상기 n 및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

하는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를 구비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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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로 소(relatively prime)인 e, 의 관계가 있는 d, 을 만족

시키는 dp 및 을 만족시키는 dq를 이용하고, 상기 n과 상기 e를 공개키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기 q를 비밀키로 하고,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시키는 서명 S를 생성시키며,

상기 n, 상기 p, 상기 q, 상기 e 및 상기 n과 서로 소인 정수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dp, 상기 dq, 상기 (p-1), 상기 (q-1) 및 상기 과 서로 소인 난수 r을 이용하여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는 제1 연

산단계;

상기 제1 연산단계에서 수행된 모듈라 지수승 연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류검출 및 오류를 서명전체에 확산시키고 CRT를

적용하는 오류검출 및 오류확산단계; 및

상기 오류검출 및 오류확산단계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여 서명 S를 생성하는 제2 연산단

계를 구비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9.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

로 소(relatively prime)인 e, 의 관계가 있는 d, 을 만족시키

는 dp 및 을 만족시키는 dq를 이용하고, 상기 n과 상기 e를 공개키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

기 q를 비밀키로 하고,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시키는 서명 S를 생성시키며,

상기 n, 상기 p, 상기 q, 상기 e 및 상기 n과 서로 소인 정수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dp, 상기 dq, 상기 (p-1), 상기 (q-1) 및 상기 과 서로 소인 난수 r을 이용하여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하는 단

계;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는 제1 연

산단계;

상기 제1 연산단계에서 수행된 모듈라 지수승 연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류검출 및 오류를 서명전체에 확산시키고 CRT를

적용하는 오류검출 및 오류확산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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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류검출 및 오류확산단계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여 서명 S를 생성하는 제2 연산단

계를 구비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

로 소(relatively prime)인 e, 의 관계가 있는 d, 을 만족시키

는 dp 및 을 만족시키는 dq를 이용하고, 상기 n과 상기 e를 공개키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

기 q를 비밀키로 하고,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시키는 서명 S를 생성시키며,

상기 n, 상기 p, 상기 q, 상기 e 및 상기 n과 서로 소인 정수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dp, 상기 dq, 상기 (p-1), 상기 (q-1) 및 상기 과 서로 소인 난수 r을 이용하여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는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 및

상기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의 출력데이터를 포함된 오류를 검출하고 검출된 오류가 포함된 서명 S를 생성하는 오류 검

출 및 오류확산단계를 구비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1.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M, 임의의 큰 두 소수 p 및 q를 곱한 수n(=p*q),

과 서로 소(relatively prime)인 e, 의 관계가 있는 d, 을 만족

시키는 dp 및 을 만족시키는 dq를 이용하고, 상기 n과 상기 e를 공개키로 하고 상기 d, 상기 p

및 상기 q를 비밀키로 하고, 상기 n과 상기 d를 이용하여 을 만족시키는 서명 S를 생성시키며,

상기 n, 상기 p, 상기 q, 상기 e 및 상기 n과 서로 소인 정수 r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dp, 상기 dq, 상기 (p-1), 상기 (q-1) 및 상기 과 서로 소인 난수 r을 이용하여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M을 마스킹 한 데이터 및 상기 지수 d를 마스킹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는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 및

상기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의 출력데이터를 포함된 오류를 검출하고 검출된 오류가 포함된 서명 S를 생성하는 오류 검

출 및 오류확산단계를 구비하는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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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암호시스템(Cryptographic System)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부가채널공격 및 오류공격에 대하여 안전한 공개

키 암호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 프로토콜(Protocol)을 이용한 정보의 보호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

다. 이러한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포함하는 비밀키 암

호 알고리즘의 단점인 키 분배 문제, 전자서명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인터넷이나 금융 망과 같은 여러 분야의 응용에 빠르

게 적용이 되어 가고 있다. 상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중 가장 먼저 제안된 암호화 방식인 RSA(Rivest Shamir Adleman)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암호화/복호화, 전자 서명의 생성/검증이 이루어진다.

먼저 암호화 통신을 원하는 갑은 큰 두 소수 p와 q를 생성하고, n(=p*q) 및 을 계산한다.

여기서 소수는 2, 3, 5, 7, 13, 17 및 101과 같이, 자신과 1로만 나누어지는 수를 말한다. 또한 과 서로 소

(Relatively Prime)인 정수 e를 선택하고 수학식 1을 만족시키는 정수 d를 생성한다. 여기서 서로 소는, 공약수가 "1" 하나

뿐인 두 자연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8과 9를 예를 들면, 8의 약수가 1, 2, 4, 및 8이고 9의 약수가 1, 3 및 9이다.

따라서 8과 9는 공약수가 "1" 하나 뿐이므로 서로소이다.

수학식 1

1=ed mod

수학식 1은, ed를 으로 나눈 나머지가 1(one)이 됨을 의미하는 모듈라 방정식(Modular Equation)이다.

이어서, 갑은 (n,e)를 자신의 공개키로 공개하고, (p, q, d)를 자신의 비밀키로 안전하게 저장한다.

갑에게 메시지 M을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을은, 갑의 공개키 (n, e)를 이용하여 수학식 2와 같이 주어지는 모듈라 지

수승(Modular Exponentiation) 연산을 수행한 결과인 암호문 C를 갑에게 전송한다.

수학식 2

C = mod n

암호문 C를 을로부터 전송 받은 갑은 자신의 비밀키 d를 이용하여 수학식 3과 같은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여 원래

의 메시지 M을 복구한다.

수학식 3

M = mod n

다른 한편, 메시지 M에 전자 서명을 하기를 원하는 갑은, 자신의 비밀키 d를 이용하여 수학식 4와 같은 모듈라 지수승 연

산을 수행하여 M에 대한 전자 서명 S를 생성한다.

등록특허 10-0652377

- 11 -



수학식 4

S = mod n

M에 대한 전자 서명 S를 수신하고 S가 갑이 작성한 M의 전자서명이라는 것을 검증하고 싶은 을은, 갑의 공개키 (n, e)를

이용하여 수학식 5와 같은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여 M'을 구한다.

수학식 5

M'= mod n

을은 연산의 결과 값 M'과 M을 비교함으로써 S가 갑이 작성한 M의 서명인 것을 검증할 수 있다.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공개키 (n, e)로부터 비밀키 (p, q, d)를 알아내는 문제는, n으로부터 그 소인수 p 및 q를 알

아내는 문제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n을 소인수 분해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의 컴퓨터 연산 능력과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서, 상기 n은 적어도 1024 비트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크기의 n을 이용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산 량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RT(Chinese Remainder Theorem)에 기반을 둔 모듈라 지수승 연산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CRT를 사용하지 않는 종전의 방법에 비해 약 4배의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CRT란 서로 소인 양의 정수 와 임의의 정수 가 주어졌을 때, 수학식 6과 같은

모듈라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이하 CRT ( )로 표기)가 존재하며, 또한 상기 정수 x를 쉽게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이다.

수학식 6

CRT를 이용하여 RSA 복호화 연산과 전자 서명 생성 연산을 고속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갑은 자신의 비밀키 (p, q, d)를 이용해서 수학식 7을 만족시키는 dp, dq, pi 및 qi를 계산하여 저장한다.

수학식 7

dp=d mod (p-1),

dq=d mod (q-1),

pi= mod q,

qi= mod p

이제 갑은 M에 대한 전자 서명 S를 생성하기 위해서 수학식 8과 같은 계산과정을 수행하며, 결과 값 S가 M의 의도된 전자

서명임은 상기한 CRT에 의해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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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

Sp= mod p,

Sq= mod q,

S= CRT(Sp, Sq)=(q*qi*Sp + p*pi*Sq) mod n

상술한 일반적인 RSA 공개키 암호시스템 및 CRT에 기반을 둔 RSA 공개키 암호시스템은, 부가채널공격(Side Channel

Attack) 및 오류공격(Fault Attack)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가채널공격이란, 암호 연산을 수행하는 도중에 노출되는 부가정보(Side Channel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암호 시스템

내부의 비밀키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공격방법으로 코쳐(Kocher)에 의하여 처음 제안된 시간공격 및 전력공격 등이

있다.

시간공격은, 후술할 3가지 사실을 이용하여, 비밀키를 도출해 내거나 비밀키의 해밍 웨이트(Hamming Weight)를 도출해

내는 공격방법이다. 여기서 비밀키의 해밍 웨이트는, 비밀키를 2진수로 전개하였을 때 1의 개수이다.

첫째,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의 내부에서 수행되는 제곱 연산과 곱셈 연산의 수행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둘째, 지수의 비트 값이 0(zero)인 경우에는 제곱 연산만 수행이 되고 1인 경우에는 제곱연산과 곱셈연산 모두가 수행된다

는 점,

셋째, 메시지에 따라서 모듈라 지수승 연산 시간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시간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법(Countermeasure)이 제안되었으며, 지수의 각 비트 값에 상관없이 연산 시

간이 동일하도록 허위 연산(Dummy Operation)을 삽입하는 방법, 지수부분을 마스킹(Masking) 하는 방법 및 메시지를 마

스킹 하는 방법 등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허위 연산을 삽입하는 방법은 적어도 33%의 연산 오버헤드

(Overhead)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전력공격은 단순전력공격(Simple Power Analysis) 및 차분전력공격(Differential Power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암호시스템이 소모하는 전력과 내부 레지스터의 상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력공격은 이러한 전력을 분석함으로

써 비밀키를 도출하는 공격 방법이다. 이러한 전력공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응방법(Countermeasure)이 제안되었는

데, 지수부분을 마스킹 하는 방법 또는/및 메시지를 마스킹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오류공격은, 암호 연산을 수행하는 기기에 의도적인 오류를 주입하여 잘못된 계산 결과를 출력시키고, 그 잘못된 계산 결

과를 분석함으로써 기기 내부에 저장된 비밀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상기 오류공격은 단순오류공격(Fault Attack) 및

차분오류공격(Differential Fault Attack)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오류공격은, 보네(Boneh)와 렌스트라(Lenstra)에 의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CRT 기반 RSA 암호시스템의 복호화 과

정 또는 전자 서명 생성 과정의 중간 결과 값들(Sp, Sq)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오류를 주입함으로써 잘못된 서명을 출력시

킬 수 있다면 그 잘못된 출력 결과를 분석하여 비밀키를 알아 낼 수 있음을 이용한다.

상기 단순오류공격은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으며 또한 매우 간단하게 CRT 기반 RSA 공개키 암호시스템

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오류 공격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단순오류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과 확

인 단계를 삽입하는 방법 및 샤미르(Shamir)의 방법(미국특허 제 5,991,415)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결과 확인 단계를 삽입하는 방법은, 수행 중에 조건 검사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 검사 명령 다른 부

가채널공격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샤미르(Shamir)의 방법은, 이론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오류의 확률이 1/r 만큼 발생하

기 때문에 상기 결과 확인 단계를 삽입하는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대응방법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r은 샤미르

의 대응방법에서 사용하는 짧은 길이의 난수(Random Number)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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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네(Boneh) 등이 제안한 차분오류공격은, RSA 암호시스템의 모듈라 지수승 연산 과정 중에 중간 결과 값을 저장하는 레

지스터의 한 비트가 반전되는 경우에 비밀 키 d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상기 차분오류공격은, 상술한 단순오류공격에 비

해 더 많은 계산량과 데이터를 요구하지만, CRT-RSA가 아닌 일반적인 RSA 암호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이 공격방법은 그 성공 조건으로 오류공격 중에 발생한 반전 비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정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복호화 연산이나 전자 서명 연산에 대한 부가채널공격과 오류공격에 대한

유용한 대응방안은,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지수에 대한 마스킹 및/또는 메시지에 대한 마스킹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두 개의 마스킹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보다 확실한 대처방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RSA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복호화 연산이나 전자 서명 연산에 대한 부가채널공격

및 오류공격에 대하여 안전하고 또한 그 연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CRT-RSA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복호화 연산이나 전자 서명 연산에 대한 부

가채널공격 및 오류공격에 대하여 안전하고 또한 그 연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듈라 지수승 제2연산 알고리즘

및 제3연산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은, 메시지 마스킹 단계, 지수 마

스킹 단계 및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상기 모듈라 지수승 제2연산 알고리즘은, 메시지 마스킹

단계, 지수 마스킹 단계,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단계, 오류 검출 및 확산단계 및 모듈라 곱셈연산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른 상기 모듈라 지수승 제3연산 알고리즘은, 메시지 마

스킹 단계, 지수 마스킹 단계,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 및 오류 검출단계를 구비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 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상술한 mod n 및 mod n을 계산하는 모듈라 지수승 연산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알고리즘 또는 그 알고리

즘을 상황에 맞게 수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된다.

Algorithm I (지수의 오른쪽 자리(LSB; Least Significant Bit)로부터 왼쪽 자리(MSB; Most Significant Bit)의 순서로 계

산: Right to Left Binary Exponentiation Algorithm)

Input: M, d = , n

Output : mod n

1. S=1,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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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i from 0(zero) to t

if =1 then

S=S*T mod n

3. Return S

Algorithm II (지수의 왼쪽 자리(MSB)로부터 오른쪽 자리(LSB)의 순서로 계산:Left to Right Binary Exponentiation

Algorithm)

Input: M, d = , n

Output : mod n

1. S=1

2. For i from t to 0(zero)

if =1 then S=S*M mod n

3. Return S

상기 알고리즘의 실제 적용 예를 아래에 설명한다.

상기 알고리즘 2의 연산은, 변수 i가 t(MSB)로부터 0(LSB)까지 변한다. 변수 i에 대응하는 지수의 값( 의 값)이 0

(zero)인 경우에는 만을 계산한 후 변수를 변경시키면서 반복되는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나 변수 i에

대응하는 지수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상기의 연산에 가 추가로 계산된 후 변수를 변경시키면서 반복되는 연

산을 수행한다. 즉, 변수 i에 대응하는 지수의 값이 1인 경우에는 2번의 연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M의 지수(d)가 13(십진수)이라 할 때, 이를 2진수로 표시하면 1101이 된다. 따라서, 은 1, 는 1, 은 0

및 는 1이 된다.

i가 3(t=3)일 경우, S가 1이므로 의 연산을 수행하면, n의 값에 관계없이 S는 1이 된다. 은 1이

므로 if문의 조건을 만족하며, 초기 값 1을 저장했던 S에는 S*M의 값인 M이 새롭게 저장된다(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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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가 2(t=2)일 경우, S가 M이므로 의 연산을 수행하면 S는 이 된다. 는 1이므로 if문의 조

건을 만족하게 되며, S*M의 연산을 수행한 값인 이 S에 저장된다( ).

i가 1(t=1)일 경우, S는 이므로 의 연산을 수행하면 S는 이 된다. 은 0이므로 if

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어 S에는 의 값이 그대로 저장된다. (S= )

i가 0(t=0)일 경우, S는 이므로, 의 연산을 수행하면 S는 이 된다. 은 1이므로

S*M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S에는 이 저장된다( ).

상기 알고리즘을 거치면서, 지수(d)의 값이 13(십진수)인 것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상기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동안, 지수의 값에 따라서 제곱연산 및 곱셈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와 제곱연산만을 수행하는 경

우가 분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만약 곱셈연산과 제곱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면, 상술한 알고리즘은 부가채널공

격 및 오류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은 (n,e)를 공개키로 하고 (p,q,d)를 비밀키로 하는 RSA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복호화 연산이나 전자서명 연산에 대

한 부가채널공격 및 오류공격에 안전하고 또한 연산 오버헤드(overhead)를 최소화하는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신호흐름도(flowchart)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100)은, 메시지 마스킹 단계(110), 지수 마스킹 단계(120) 및 모

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130)를 구비한다.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100)은,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M), 임의의 큰 두 소수(p, q)를 곱한 수(n),

과 서로소인 e 및 ed= 1 mod 의 관계가 있는 d를 이용하여,

을 만족시키는 S를 생성시킨다.

메시지 마스킹 단계(110)는, n과 서로 소 관계에 있는 난수(random number) r을 생성하는 단계(111),

을 만족시키는 t를 계산하는 단계(112) 및 을 만족하는 마스킹 된 메시지 A

를 계산하는 단계(113)를 구비한다.

지수 마스킹 단계(120)는, 과 서로 소 관계인 정수 x를 생성하는 단계(121) 및

을 만족시키는 마스킹 된 지수 d'을 계산하는 단계(122)를 구비한다. 여기서 정수 x는, 예를 들면, 30비트(bit) 정도의 크기

를 가지는 작은 수이다. 이렇게 마스킹에 사용되는 난수의 사이즈를 작게 함으로써, 연산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130)는, 을 만족하는 B를 계산하는 단계(131),

을 만족시키는 C를 계산하는 단계(132) 및 을 만족하는 S를 계산하는 단

계(133)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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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100)은,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동안 메시지에 대한

마스킹(단계 110) 및 지수에 대한 마스킹 단계(120)를 거친다. 상기 마스킹의 두 단계(110 및 120)를 거친 수들(A 및 d')

에 대하여 모듈라 지수승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상기 알고리즘의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공격, 전력공격 또는 오류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비밀키와 관련된 데이터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본 발명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

을 따른 시스템에서는, 부가채널공격 및 오류공격을 통하여 비밀키를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공개키 e의 사이즈가 매우 작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과 x가 작은 정수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n,e)를 공개키로 하고 (p,q,d)를 비밀키로 하는 RSA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복호화 연산이나 전자서명 연산

에 대하여 CRT를 사용하여 고속화 연산을 수행하면서, 부가채널공격 및 오류공격에 안전하고 또한 연산 오버헤드

(overhead)를 최소화하는 모듈라 지수승 제2연산 알고리즘 및 모듈라 지수승 제3연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제2연산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신호흐름도(flowchart)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모듈라 지수승 제2연산 알고리즘(200)은, 메시지 마스킹 단계(210), 지수 마스킹 단계(220), 모듈라 지

수승 제1연산 단계(230), 오류 검출 및 확산단계(240) 및 모듈라 곱셈연산 단계(250)를 구비한다.

모듈라 지수승 제2연산 알고리즘(200)은,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M), 임의의 큰 두 소수(p, q)를 곱한 수(n),

과 서로소인 e, ed= 1 mod 을 만족시키는 d, dp=d mod (p-1)을 만족시키는 dp

및 dq=d mod (q-1)을 만족시키는 dq를 수신하여, 을 만족시키는 S를 생성시킨다.

메시지 마스킹 단계(210)는, 상기 n과 서로소인 난수 r을 생성시키는 단계(211), 소수 p를 이용하여 메시지(M)를 마스킹

하는 단계(212 및 213) 및 소수 q를 이용하여 메시지(M)를 마스킹 하는 단계(214 및 215)를 구비한다. 여기서 난수 r은,

예를 들면, 60비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작은 수이다. 이렇게 마스킹에 사용되는 난수의 사이즈를 작게 함으로써, 연산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소수 p를 이용하여 메시지(M)를 마스킹 하는 단계(212 및 213)는, 를 계산하는 단계(212) 및

를 계산하는 단계(213)를 구비한다. 소수 q를 이용하여 메시지(M)를 마스킹 하는 단계(214

및 215)는, 를 계산하는 단계(214) 및 를 계산하는 단계(215)를 구

비한다.

지수 마스킹 단계(220)는, 과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정수 x를 생성시키는 단계(221), 정수 x와 소수 p를 이용하

여 지수 dp를 마스킹 하는 단계(222) 및 정수 x와 소수 q를 이용하여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223)를 구비한다. 여기

서, 정수 x는, 예를 들면, 30비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작은 수이다. 이렇게 마스킹에 사용되는 난수의 사이즈를 작게 함

으로써, 연산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정수 x와 소수 p를 이용하여 지수 dp를 마스킹 하는 단계(222)는, 을 만족시키는

을 계산한다. 정수 x와 소수 q를 이용하여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223)는,

을 만족시키는 을 계산한다.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단계(230)는, 소수 p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231 및 232) 및 소수 q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

계(233 및 234)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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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p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231 및 232)는, 를 계산하는 단계(231) 및

를 계산하는 단계(232)를 구비한다. 소수 q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233 및 234)는,

를 계산하는 단계(233) 및 를 계산하는 단계(234)를 구비한다.

오류 검출 및 확산단계(240)는, 소수 p를 이용한 오류변수 계산단계(241), 소수 q를 이용한 오류변수 계산단계(242) 및 검

출된 오류의 확산변수를 구하고 CRT를 적용하는 단계(243)를 구비한다.

소수 p를 이용한 오류변수 계산단계(241)는, 를 만족시키는오류변수 Dp를 계산하며, 소수 q를

이용한 오류변수 계산단계(242)는, 를 만족시키는 오류변수 Dq를 계산한다.

검출된 오류의 확산변수를 구하고 CRT를 적용하는 단계(243)는,

를 계산한다.

여기서, CRT ( )는, 서로소인 양의 정수 와 임의의 정수 가

주어졌을 때, 를 만족하는 정수 x를 의미하며,

는 XOR(Exclusive OR)연산을 의미한다.

모듈라 곱셈연산 단계(250)는, 을 만족하는 전자서명 S를 구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제3연산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신호흐름도(flowchart)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모듈라 지수승 제3연산 알고리즘(300)은, 메시지 마스킹 단계(310), 지수 마스킹 단계(320), 모듈

라 지수승 연산 단계(330) 및 오류 검출단계(340)를 구비한다.

모듈라 지수승 제3연산 알고리즘(300)은, 비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M), 임의의 큰 두 소수(p, q)를 곱한 수(n),

과 서로소인 e, ed= 1 mod 의 관계가 있는 d, dp(=d mod (p-1)) 및 dq(=d mod

(q-1))를 수신하여, 을 만족시키는 S를 생성시킨다.

메시지 마스킹 단계(310)는, 상기 n과 서로소인 난수 r을 생성시키는 단계(311), 소수 p를 이용하여 메시지(M)를 마스킹

하는 단계(312 및 313) 및 소수 q를 이용하여 메시지(M)를 마스킹 하는 단계(314 및 315)를 구비한다. 여기서 난수 r은,

예를 들면, 60비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작은 수이다.

소수 p를 이용하여 메시지(M)를 마스킹 하는 단계(312 및 313)는, 를 계산하는 단계(312) 및

를 계산하는 단계(313)를 구비한다. 소수 q를 이용하여 메시지(M)를 마스킹 하는 단계(314

및 315)는, 를 계산하는 단계(314) 및 를 계산하는 단계(315)를 구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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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마스킹 단계(320)는, 과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정수 x를 생성시키는 단계(321), 정수 x와 소수 p를 이용하

여 지수 dp를 마스킹 하는 단계(322) 및 정수 x와 소수 q를 이용하여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323)를 구비한다. 여기

서, 정수 x는, 예를 들면, 30비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작은 수이다.

정수 x와 소수 p를 이용하여 지수 dp를 마스킹 하는 단계(322)는, 를 만족하는

을 계산한다. 정수 x와 소수 q를 이용하여 지수 dq를 마스킹 하는 단계(323)는, 를 만

족하는 을 계산한다.

모듈라 지수승 연산 단계(330)는, 소수 p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331, 332 및 333), 소수 q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

계(334, 335 및 336) 및 CRT를 적용하는 단계(337)를 구비한다.

소수 p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331, 332 및 333)는, 를 구하는 단계(331),

를 구하는 단계(332) 및 를 구하는 단계(333)를 구비한다.

소수 q를 이용한 지수승 연산 단계(334, 335 및 336)는, 를 구하는 단계(334),

를 구하는 단계(332) 및 를 구하는 단계(333)를 구비한다.

CRT를 적용하는 단계(337)는, 서명 S'=CRT(Sp, Sq)를 구한다.

오류 검출단계(340)는, 모듈라 연산 을 계산하여 구한 서명 S를 통하여 오류가 있는

가를 검출한다. 만일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오류 검출단계(340)에서 사용하는 연산 식을 통하여, 발생된 오류가 서명 전체

에 퍼지게 된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들은, 모듈라 지수승 연산이 수행되는 동안 사

용하는 데이터가 계속하여 변할 뿐만 아니라 연산을 수행하면서 데이터가 변하는 규칙을 공격자가 누출된 한정된 정보만

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공격에 안전하다. 또한, 오류가 발생된 경우, 상기 오류를 서명 전체에 퍼

지도록 함으로써, 공격자가 비밀키에 대한 정보를 유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들은, 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더욱 확실한 방어 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메시지에 대

한 마스킹뿐만 아니라 지수에 대한 마스킹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발명에서 제안한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들의 최적화

된 형태는, 메시지 및 지수에 대한 마스킹 연산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듈라 지수승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의 양에

있어서는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오버헤드가 그다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는 공개키의 사이즈가 작다는 가정 및 마

스킹에 사용하는 소정의 난수들의 사이즈가 작도록 고안된 연산 식 때문이며, 따라서 스마트 카드 시스템에서와 같이 한정

된 메모리 사이즈 및 한정된 연산능력을 보유하는 암호시스템에 적합한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 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

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

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

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

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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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알고리즘은, 부가채널공격 및 오류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

에 사용하는 연산 식이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변수를 적절하게 선택하기만 하면, 연산의 오버헤드를 적게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스마트 카드 시스템과 같은 메모리 용량이 적고 연산 능력이 뛰어 나지 않는 소규모의 암호시스템에

서 사용할 때 본 발명의 장점은 더욱 발휘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제1연산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신호흐름도(flowchart)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제2연산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신호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모듈라 지수승 제3연산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신호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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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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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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