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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및 방법

요약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개 키와 개인 키의 곱에서 1을 뺀 값에 기초한 지수의 랜덤화를 위해 랜덤화 보

조수가 사용된다. 이 랜덤화 보조수는 특정 기능 없이 개인 RSA 데이터 기록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이로써, 각각의 보

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부하 지수 랜덤화가 수행되어서 부채널 공격에 대해 디지털 서명을 보안시킬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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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암호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더 상세하게는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지털 서명 또는 다른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에서, RSA 알고리즘의 개인키와 같은, 비밀 데이터를 이른바 부

채널 공격(side channel attacks)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격은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회로의 전류, 전력 또

는 방사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회로의 전력 프로필 등의 측정에 기초해서 비밀 키에 관해 말할 수 있다.

  Menezes, van Oorschot, Vanstone의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 CRC 판, 1996년, 11.3장에 개시된 바와

같은 RSA 알고리즘에 기초하는 디지털 서명의 기본 개념이 도 6에 기초해서 설명되고 있다. 디지털 서명(60)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체(A)는 메시지(m)를 서명한다. 따라서, 각각의 개체(B)는 개체(A)의 서명을 확인해서 이 서명으로부터

메시지(m)를 복구할 수 있다.

  도 6의 60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서명 생성시에, 개체(A)는 블록(60)에 표시된 식에 따라서 비밀 키 d와 모듈러스 N와 함

께, 서명의 베이시스(basis)(m)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을 계산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확인을 위해 개체(B)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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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키(e)는 도 6에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밀 키 d에 속한다. 개체(B)는 d에 속하는 이 공개 키(e)를 지수로 취해서 개

체(A)가 생성한 서명을 이 공개 키를 가지고 멱승한다. 모듈러스 N와 관련된 마지막 리덕션 이후에, 확인된 메시지 m'가

나온다. 서명되지 않은 메시지라는 것이 개체(B)에 알려지면, m'과 m을 비교해서 실제로 개체(A)로부터 생성된 서명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즉, 이는 개체(B)는 서명에 사용되는 개인키(d)가 실제로 공개 키(e)에 속하는지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유로, 개체(B)는 개체(A)가 인가받았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 공개 키를 지수로 사용해서 서명의 모

듈러 멱승을 수행해서 메시지 m를 즉시 구하고, 이는 도 6의 62에 나타난 제 2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공격자는 도 6의 60에서 서명에 사용되는 개체(A)의 비밀 키(d)를 알아내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격자는 전력 분석

또는 유사한 부채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통계형 부채널 공격(DPA, EMA)에 기초한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통상적

으로 RSA 설정에 예컨대 지수의 암호화가 사용된다. s=md mod N은 s=md' mod N로 대치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같지만,

같은 키 d를 사용하는 각각의 계산에서 지수 d'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RSA 알고리즘의 비밀 키는 쌍(d, N)으로 이루어진

다. 공개 키는 쌍(e, N)으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으로, 비밀 정보만이 지수(d)가 되도록 모듈러스가 알려진다. 또한, d와 e

의 곱이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d×e=1 mod λ(N)

  λ(N)은 기존의 카마이클 함수(carmichael function)이다. 따라서, 랜덤화된 지수는 임의의 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통

상적으로 카마이클 함수(λ(N))의 배수가 지수를 랜덤화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서명 성립을 위해서 CRT(Chinese remainder theorem)를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이는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의 14.5장에도 설명된다. 특히, 특정 형태의 CRT가 사용되며, 이는 가너의 알고리즘(garner's

algorithm)의 지정에 의해 알려진다. CRT는 전체 멱수를 2개의 멱수 모듈러스 p 및 q에 대입하는 역할을 한다. CRT는 2

개의 멱수가 원래의 지수(d 또는 e)의 길이의 반만을 가진 지수를 사용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흥미롭다. 그러나, CRT는 추

가 파라미터 p, q가 제공될 때만 적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p와 q를 곱해서 모듈러스 N을 생성한다. CRT의 안전성

을 사용해서 서명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멱승을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즉 이들에게 랜덤화를 제공해서 부채널 공격

을 차단해야 한다. 카마이클 함수는 λ(p)=p-1 및 λ(q)=q-1를 판독한다. 그러나, 이들 2개의 카마이클 함수는 특별하게 계

산되어야 한다.

  RSA 알고리즘이 CRT와 함께 사용되는 지 여부에 무관하게, 지수의 랜덤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는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일러 파이 함수 phi(N)를 사용해서 지수의 랜덤화를 수행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오일러의 파이 함수를 사용해서 랜덤화하는 것은 phi(N)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통상적으로, 파이는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 랜덤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때 특별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다른 과정은 오일러의 파이 함수 대신에 카마이클 λ함수 λ(N)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수치면에서 더 작다. 이 방법

은 보안성이 동일한 경우 랜덤화된 지수가 더 짧아져서 오일러의 파이 함수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계산 시간 면에서 장점

을 갖는다. 이 방법에서의 단점은 역시 λ(N)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카마이클 함수 λ(N)는 특별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랜덤화는 랜덤화된 지수가 2개의 지수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추가 정보가 필요없다는 이점을 갖는

다. 반면에 단점은 오일러의 파이 함수 또는 카마이클 λ함수를 사용하는 다른 방안에 비해서 계산 시간이 2배가 걸린다는

점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보안되며, 효율적인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를 결정하는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청구항 1 또는 6의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12 또는 13의 결과 결정 방법 또는 청구항 14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은 지수를 랜덤화하는 데, 공개 키와 개인키의 곱에서 1을 뺀 값 즉 e×d-1이 항상 카마이클 함수 λ(N)의 배수이

며 따라서 랜덤화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식 e×d-1이 카마이클 함수의 배수라는 것만을 이해하면 된

다. 그러나, 식 e×d-1의 몇배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러나, 지수의 랜덤화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는 새로운 랜덤화 예비 수

에서 식 e×d-1은 다음과 같이 이 식의 계산을 위해서 미리 알려진 양만이, 즉 공개 키와 개인키만이 필요하다는 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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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오일러의 파이 함수 또는 카마이클 파이 함수가 계산될 필요가 없다. 대신에, CRT를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간단한 공개 키와 개인키의 승산 또는 공개 키와 제 1 또는 제 2 개인 보조키 dp 및 dq 사이의 간단한 승산이 각각

수행되고, 이 값으로부터 "1"을 빼서 랜덤화 보조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론상으로는 다목적 컴퓨터 또는 다기능 암호화 CPU에서 특히 예컨대 서명 CPU에서 오일러의 파이 함수 또는 카마이

클 파이 함수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예컨대 칩 카드에 사용될 때는, 이러한 특정 함수는 특별한 노력없이 계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이러한 장점은 랜덤화를 위해 개인키와 공개 키의 곱에서 "1"을 빼서 계산된 랜덤화 보조수를

사용해서 처리된다.

  지수의 랜덤화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계산하는 새로운 개념은 랜덤화로 인해서 높은 정확도가 달성되며, 큰

노력없이 구현될 수 있으며, 오일러의 파이 함수 또는 카마이클 파이 함수를 사용할 수 없는 프로토콜에 특히 적절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 도면을 참조로 이하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CRT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지수의 랜덤화의 블록 회로도,

  도 2는 도 1의 개념에 대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계의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CRT가 사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제 1 및/또는 제 2 부분 키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하는 수단의 상세도,

  도 5a는 도 3에 따른 제 1 부분키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을 구현하는 상세도,

  도 5b는 제 2 부분키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을 구현하는 상세도,

  도 5c는 도 3의 CRT에 따른 결과를 결합하는 수의 상세도,

  도 6은 기존의 서명 알고리즘 및 기존의 인증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실시예

  도 1은 제 1 키 및 첨부 제 2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 시스템 내에서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결정하는 장치의 개략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이 장치는 암호화 파라미터 m, e, d 및 N이 제공되는 입력 수단을 포함한다. 입력단은 도 1에서 10으로 표

시된다. 여기서 m은 서명된 메시지를 나타내며, 예컨대 e는 제 1 키를 나타내고, 이하 공개 키라고 불린다. d는 암호화 시

스템의 제 2 키를 나타내고, 이하 비밀키라고 불린다. 마지막으로, N은 모듈러 멱승이 수행되는 것과 관련된 모듈러스를

나타낸다. 여기서, RSA 알고리즘으로부터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듈러스 N은 2개의 수 p와 q의 곱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

는 것에 주의한다. 도 1에 도시된 개념에 대해서, 그러나 이들 2개의 보조수 p 및 q는 필요없다. 전체 계산은 입력 파라미

터 m, e, d 및 N를 사용해서 배타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입력 스테이지(10)의 하단에서, 제 1 키 e와 제 2 키의 곱에서 1을 뺀 것에 기초해서 랜덤화 보조수를 계산하는 수단(12)

이 도시된다. 바람직하게는 랜덤화 보조수는 식 e×d-1에 정확하게 대응한다. 다른 방안으로, 이 식의 곱이 사용될 수 있

지만, 식 e×d-1의 곱은 동시에 카마이클 파이 함수의 곱기도 하며, 랜덤화 보조수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실하

다.

  계산 수단(12)의 하단에는 랜덤수를 획득하고 랜덤화된 지수를 계산하는 수단(14)이 배치되며, 이는 다음 식을 수행한다.

  d'=d+R×(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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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획득 수단(14)은 랜덤수 및 랜덤 보조 수로부터의 곱을 바람직하게는 다른 방식으로 지수 d와 결합한다. 수단(14)의

출력단에는 랜덤화된 지수가 존재한다. 수단(14)에 의해 계산된 랜덤화된 지수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을 계산하는 수단

(16)은 모듈러 멱승의 결과(s)를 획득하고, 이는 전형적으로 디지털 서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력단(18)이 제공되

어서 서명을 임의의 형태로 예컨대 도식적으로, 2진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출력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지수만이 랜덤화된다. 그러나 도 2에 기초해서 설명될 바와 같이, 지수가 아닌 서명될 혹은 암

호화될 메시지 m가 랜덤화될 수 있다. 도 2의 기호를 참조하면, 이는 이미 레지스터 적합 구현이다(register-adapted

implementation). 서명될 메시지 m의 추가 랜덤화와 더불어 도 1에 도시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R, X,

D, m, N' 및 S가 필요하다. 도 2의 단계의 순서의 좌측열에는 이들 레지스터가 나열된다. 반면에 도 2의 단계의 순서의 우

측열에는 이러한 연산 결과를 좌측 화살표의 좌측에 표시된 레지스터에 기록하기 위한 수학적 연산이 있다.

  도 2에 도시된 알고리즘은 이하에서 단계의 순서로 표시되며, 이는 동일하게 다양한 수단의 집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입

력단(20)에서, 데이터 m, e, d 및 N이 제공된다. 단계(21)에서, 우선 랜덤화 보조수 e×d-1이 계산되고 레지스터 X에 기

록된다. 단계(22)에서, 16과 32 사이의 길이를 사용해서 랜덤수가 선택되고, 레지스터(X)의 컨텐츠는 레지스터(R)의 컨텐

츠에 의해 곱해지며, 그 곱의 결과는 다시 레지스터 X에 기록된다. 도 1의 14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단계(24)에서 지수의 랜

덤화가 수행된다. 특히, 이는 레지스터 X의 컨텐츠를 제 2 키에, 즉 개인 키 d에 더함으로써 발생되며, 여기서 이 합산의 결

과는 레지스터(D)에 다시 기록된다. 단계(25)에서 바람직하게는 16 또는 32비트의 길이를 가진 랜덤수가 선택되어서 레지

스터 R에 기록되나. 단계(26)에서, 레지스터(R)의 컨텐츠는 모듈러스 N과 곱해지며, 여기서 서명될 메시지 m는 이 승산

결과에 합산된다.

  이 합산의 전체 결과는 메시지가 서명되는 레지스터에 다시 기록되며, 이는 m으로 표시되어 있다. 단계(26)는 추가 보안

을 위해서 처리될 값의, 즉 서명될 메시지의 추가 랜덤화를 나타낸다. 단계(27)에서 예컨대 16 또는 32 비트의 길이를 가진

랜덤수가 선택되어서 레지스터(R)에 기록된다. 단계(28)에서, 모듈러 랜덤화가 모듈러스 N을 레지스터 R에서 미리 선택

된 랜덤수와 곱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승산의 결과가 레지스터 N'에 기록된다. 단계(29)에서, 모듈러 멱승이 수행되

며, 여기서 랜덤화된 메시지에 대응하는 레지스터 m의 컨텐츠가 기본으로 사용되며, 랜덤화된 지수를 포함하는 레지스터

D의 컨텐츠가 지수로서 사용되고, 랜덤화된 모듈러스를 포함하는 레지스터 N'의 컨텐츠는 단계(29)에서 모듈러 멱수의 모

듈러스로서 사용된다. 이 모듈러 멱승의 결과는 레지스터 S에 기록된다. 마지막 리덕션 단계(30)에서, 최종적으로 탐색된

결과를 획득해서 레지스터에 기록하기 위해서 레지스터(S)의 컨텐츠는 입력 단계(20)에서 제공된 모듈러스를 사용해서 모

듈 리덕션된다. 출력 단계(31)에서, 모듈러 멱승과 같은 레지스터(S)의 컨텐츠가 출력되고, 이는 입력 단계(20)에서 제공

된 비랜덤화된 파라미터에 기초해서도 획득된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총 3개의 랜덤화, 즉 랜덤화 보조수 e×d-1(단계 24)를 이용한 모듈러스의 랜덤화, 단계(26)

의 메시지의 랜덤화 및 단계(28)의 모듈러스의 랜덤화가 사용된다. 개선된 랜덤화 보조수만을 사용해서, 서명될 메시지의

랜덤화와 결합해서 및/또는 모듈러스 N의 랜덤화와 결합해서 지수를 선택적으로 랜덤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또한, 도 1의 블록(14)에서의 식 R×(e×d-1)의 합산으로 인해서, 랜덤화된 지수는 최초에 사용된 지수 d(또는 이론적으

로는 e도) 보다 더 크다는 것에 주의한다. 그러나, 이 키가 예컨대 1024 또는 2048 2진수와 같이 큰 크기를 이미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수(R)정도로 비교적 작은 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너무 작은 랜덤수는 랜덤화의 효과를 파괴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지수의 랜덤화를 위해서 0비트 이상 128 비트 이하의 랜덤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

직하게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16과 32 사이의 랜덤수의 길이가 사용된다. 또한, 도 2의 단계(22, 25, 27)에서 선택된

랜덤수에 대해서, 동일한 랜덤수가 사용될 수 있으며 혹은 다른 랜덤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랜덤수가 항상

사용될 때, 이 랜덤수는 한 번만 생성되어야 하고, 자체의 랜덤수 레지스터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랜덤수가 한

번만 생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자체의 랜덤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 다른 단계

에서 생성된 랜덤수와는 다른 자체의 랜덤수가 단계(22, 25, 27)에서 생성되는 경우에, 자체의 랜덤수 레지스터가 필요하

며, 이는 공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후자의 실시예는 충분히 강력한 랜덤수 생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바람직하

다.

  단계(22, 25, 27)에서 선택된 개개의 랜덤수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같은 길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더 이해될

것이다. 단계(22)에서 지수의 랜덤화를 위해서 선택된 랜덤수의 길이에 대해서, 위의 설명을 참조한다. 단계(25, 27)에서

선택된 랜덤수는 더 작거나 더 클 수 있으며, 더 작은 랜덤수가 전체 계산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지만, 랜덤수의 최소량은

전체적인 랜덤화의 개념을 파괴하지 않도록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단계(25, 27)에서 선택된 랜덤수는 8비트 이상이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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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새로운 개념으로, CRT를 사용하지 않는 원리적인 블록 회로도이다. 입력단(100)은 암호화 입력 파라미터를 나타

내지만 그러나, 이는 도 1에 도시된 실시예보다 더 많은 입력 파라미터를 포함하며, 그 이유는 CRT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특히 서명될 메시지 m, 공개 키(e), 제 1 개인 부분키 dp, 제 2 개인 부분 키 dq, 수 p, q 및 파라미터 qinv가 제공된

다. 도 3에서, 수 dp, 수 dq 및 qinv는 양 d, p 및 q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입력단(100)은 제 1 키 d로부터 유도된 제 1 부분키를 사용해서 제 1 모듈러 멱승(102A)을 수행해서 중간 결과를 획득

하며, 제 1 키로부터 유도된 제 2 부분키를 사용해서 제 2 모듈러 멱승(102B)을 수행해서 제 2 중간 결과를 획득하는 수단

(102)을 제공한다. 제 1 부분 키 dp를 사용하는 수행 수단의 기능이 도 3에 102A로 표시되고, 반면에 제 2 부분 키 dp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을 수행하는 수단의 기능이 102B로 표시된다. 이들 두 수단(102A, 102B)이 모여서, 각각의 부분 키

(dp, dq)를 사용해서 제 1 및 제 2 모듈러 멱승을 수행하는 수단(102)을 이룬다. 블록(102A)은 출력 신호로서 제 1 중간 결

과(Sp)를 제공한다. 블록(102B)은 결과로서 제 2 중간 결과(Sq)를 제공한다. 수단(104)에서, 2개의 중간 결과(Sp 및 Sq)

가 CRT에 따라 바람직하게는 가너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합되어서 최종적으로 서명과 같은,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파라

미터 S의 형태로 출력하며, 이는 도 3의 블록(106)에 도시되어 있다.

  도 3의 102에 도시된 수행 수단은 각각의 블록(102A, 102B)의 서브 유닛으로 나누어지고, 이들 서브 유닛은 블록

(102A) 및 블록(102B) 모두로 도 4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특히 블록(102A)은 식 e×dp-1에 기초해서 랜덤 보조

수를 계산하는 수단(110)을 포함한다. 유사하게, 블록(102B)은 식 e×dq-1에 기초해서 랜덤 보조 수를 계산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수단(110)의 아래에는, 블록(102A)의 경우에는 식 dp+R×(e×dp-1)에 기초해서 블록(102B)의 경우에는 식

dq+R×(e×dq-1)에 기초해서 랜덤수를 획득해서, 랜덤화된 지수를 계산하는 수단(112)이 존재하며, 여기서 R은 도 4의

블록(112)에 의해 획득된 랜덤이다.

  마지막으로, 블록(102A, 102B)에서 모듈러 멱승이 수행되어서, 블록(114) 내의 랜덤화된 지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중간

결과(Sp, Sq)를 획득한다.

  후속해서, 도 3의 수단(102)의 블록(102A)의 기능이 도 5a에 기초해서 설명될 것이다. 제 1 단계(120)에서, 랜덤화 보조

수 e×dp-1가 계산되어서 레지스터 X에 저장된다. 단계(122)에서 랜덤수가 선택되어서 레지스터(R)에 저장된다. 단계

(124)에서 레지스터(X)의 컨텐츠와 레지스터(R)의 컨텐츠는 서로 곱해지며, 여기서 이 곱의 결과는 다시 레지스터(X)에

저장된다. 이후에 단계(126)에서, 지수 즉, 개인키로부터 유도된 제 1 부분키 dp의 실제 랜덤화가 수행되고, 여기서 그 결

과는 레지스터 D에 저장된다. 단계(128)에서 다시 랜덤수가 선택되어서 레지스터 R에 저장된다. 단계(130)에서, 현재의

메시지가 도 2의 단계(126)와 유사하게 랜덤화되지만, 도 2의 모듈러스 N 대신에 도 5a의 제 1 보조 모듈러스 p를 사용한

다. 이후에 단계(132)에서 다시 랜덤수가 선택되어서 단계(134)의 보조 모듈러스 p과 곱해진다. 레지스터 p'에 저장된 이

현재의 랜덤화된 보조 모듈러스는 도 5a의 단계(136)에 나타난 모듈러 멱승에 사용된다. 단계(136)에서 레지스터 Sp에 기

록된 중간 결과가 마지막 단계(138)에서 원래의 보조 모듈러스 p을 고려해서 감소되어서 제 1 중간 결과 Sp를 획득한다.

  도 5b에는, 도 3의 블록(102B)에 따라서 제 2 부분 키를 사용하는 모듈러 멱승과 유사한 단계가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

서 도 5b에 도시된 단계는 이론적으로는 도 5a의 대응하는 단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도 5a의 제 1 부분 키 dp대신에,

도 5b에서는 제 제 부분 키 dq가 취해졌으며, 여기서 도 5a의 제 1 보조 모듈러스 p 대신에 도 5b에서는 제 2 보조 모듈러

스 q가 사용된다. 또한 도 5a 및 도 5b에서 선택된 랜덤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그러나 다

른 방안으로 같은 랜덤수가 각각의 대응하는 단계에서 랜덤수 레지스터로부터 판독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도 2를 기

초로 설명된 바와 같은 경계 조건이 랜덤수에 적용될 수 있다.

  도 5c는 제 1 중간 결과(Sp) 및 제 2 중간 결과(Sq)로부터의 결과를 신호 S의 형태로 획득하기 위해서, 도 3에서 104로

표시된 결합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구현을 도시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은 지수의 랜덤화는 모듈러스 N, 공개 키(e) 및 개인 키 d - CRT는 사용되지 않음 - 로 이루어진 최소 개인

RSA 데이터 세트로부터 - 추가 입력 파라미터 없이 -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안 프로토콜이 오일러의 파이 함

수, 카마이클 λ함수 또는 다른 유사한 함수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랜덤화가 항상 수행될 수 있다. 승간 및 가산의

형태로 랜덤화 보조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암호화 프로세서의 형태 등으로 모든 통상의 암호화 칩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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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랜덤화는 독립적인(neutral) 동작으로, 랜덤수의 생성 또는 결정 단계와는 별개이고, 그리고 지수의 길이가 약간 길

어지는 것과는 별개이다. 즉, 전체 계산 및 계산 시간의 실질적으로 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며, 동시에 랜덤수의 길이에 따라

서 크기가 조절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보안이 회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에 따라서,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측정하는 개선된 방법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구현은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프로그래밍 가능 컴퓨터 시스템과 함께 동작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특히 전자적으

로 판독가능한 제어 신호를 가진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컴퓨터에서 수행될

때 개선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머신 판독가능 이동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를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도 포함한

다. 즉, 본 발명은 컴퓨터에서 수행될 때,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구비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입력단 12 : 랜덤화 보조수를 계산

  14 : 랜덤수를 획득하고 랜덤화된 지수를 계산

  16 : 랜덤화된 지수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을 계산

  18 : 출력단 20 : 입력단

  21 내지 30 : CRT를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의 순차적인 단계

  60 : 서명 식 62 : 확인 식

  100 : 입력단 102 : 수행 수단

  102A : 제 1 부분키를 사용한 제 1 모듈러 멱승

  102B : 제 2 부분키를 사용한 제 2 모듈러 멱승

  104 : CRT에 따라 결과를 합산

  106 : 출력단 110 : 랜덤화 보조수를 계산

  114 : 랜덤수를 획득하고 랜덤화된 지수를 계산

  120 내지 138 : CRT를 사용해서 제 1 중간 결과의 계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의 순차적인 단계

  140 내지 158 : CRT에 따라 제 2 중간 결과의 계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의 순차적인 단계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키(e) 제 2 키(d)를 사용해서 암호화 시스템 내에서 모듈러 멱승(modular exponentiatoin)의 결과를 결정하는 장치

에 있어서,

  상기 제 1 키(e)와 상기 제 2 키(d)의 곱에서 1을 뺀 값에 기초해서 랜덤화 보조수(randomization auxiliary number)를

계산하는 수단(12)과,

  랜덤수를 획득하고, 상기 랜덤수와 상기 랜덤화 보조수의 곱과 상기 제 1 또는 상기 제 2 키를 합해서 랜덤화된 지수

(randomized exponent)를 획득하는 수단(1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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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랜덤화된 지수를 사용해서 상기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계산하는 수단(16)을 포함하는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식 m'=m+N×R

  을 사용해서 상기 모듈러 멱승의 베이시스(basis)(m)를 랜덤화하는 수단(25, 26)을 더 포함하되,

  여기서 m'은 랜덤화된 베이시스이고, m은 랜덤화 이전의 베이시스이며, N은 상기 모듈러 멱승의 모듈러스이고, R은 상

기 랜덤수인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러스를 랜덤화하는 수단(27, 28)을 더 포함하되,

  상기 랜덤화 수단은

  식 N'=N×R

  의 방정식을 수행하며,

  여기서 상기 N'은 랜덤화된 모듈러스이고, 상기 N은 랜덤화 이전의 모듈러스이며, 상기 R은 랜덤수인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러 멱승 계산 수단(16)은

  식 S=S' mod N

  에 따라서 최종 리덕션(final reduction:30)을 수행하도록 형성되며,

  여기서 상기 S는 최종 리덕션 이후의 상기 모듈러 멱승의 결과이고, 상기 S'는 상기 최종 리덕션 이전의 상기 랜덤화된 모

듈러스 및 상기 랜덤화된 지수를 사용해서 상기 모듈러 멱승한 결과이며, 상기 N은 상기 모듈러 랜덤화 이전의 모듈러스인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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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디지털 서명(60)을 수행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m은 서명될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이고, 상기 d는 비밀키이며, 상기 e는 공개 키이고, 상기 N는 모듈러스인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6.

  CRT(Chinese remainder theorem)를 사용해서 제 1 키(e) 및 이에 따른 제 2 키(d)를 가지고 암호화 시스템 내에서 모

듈러 멱승의 결과를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키로부터 유도된 제 1 부분 키(dp)를 사용해서 제 1 모듈러 멱승을 수행해서 제 1 중간 결과(Sp)를 획득하고,

상기 제 2 키로부터 유도된 제 2 부분 키(dq)를 사용해서 제 2 모듈러 멱승을 수행해서 제 2 중간 결과(Sq)를 획득하는 수

단(102)과,

  상기 CRT에 따라서 상기 제 1 및 상기 제 2 중간 결과를 합산해서 상기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획득하는 수단(104)을 포

함하되,

  상기 수단(102)은

  부분키(dp;dq)와 상기 제 1 키(e)의 곱에서 1을 뺀 값에 기초해서 랜덤화 보조수를 계산하는 수단(110)과,

  랜덤수를 획득하고, 상기 랜덤수와 상기 랜덤화 보조수의 곱과 상기 부분키를 합해서 랜덤화된 지수를 획득하는 수단

(112)을 포함하며,

  상기 수단(102)은 상기 랜덤화된 지수를 사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 중간 결과를 계산하는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식 m'=m+p×R 또는 m'=m+q×R

  에 따라서 랜덤수를 사용해서 모듈러 멱승의 베이시스를 랜덤화하는 수단(128, 130; 148, 150)을 더 포함하되,

  상기 m'은 랜덤화된 베이시스이고, 상기 m은 랜덤화 이전의 베이시스이며, 상기 p는 제 1 보조 모듈러스이고, 상기 q는

제 2 보조 모듈러스이며, 상기 R은 랜덤수이고,

  상기 p 및 상기 q는, 이 둘을 곱하면 상기 모듈러 멱승의 상기 모듈러스(N)가 나오도록 선택되는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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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모듈러 멱승을 수행하는 수단(102A, 102B)이 제 1 및 제 2 보조 모듈러스(p, q)를 각각 사용해서 상기 모듈

러 멱승을 수행하도록 형성되고,

  상기 결과 결정 장치는

  식 p'=p×R 또는 q'=q×R

  을 만족시키도록 형성된 모듈 랜덤화 수단을 포함하도록 더 형성되며,

  상기 p'는 랜덤화된 제 1 서브 모듈러스이고, 상기 p는 랜덤화 이전의 제 1 서브 모듈러스이며, 상기 R은 상기 랜덤수이

고, 상기 q'는 랜덤화된 제 2 서브 모듈러스이고, 상기 q는 랜덤화 이전의 제 2 서브 모듈러스인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상기 제 2 중간 결과가 서로 합산되기 전에, 상기 제 1 서브 모듈러스(p)를 사용하거나 혹은 상기 제 2 서브

모듈러스(q)를 사용해서 최종 리덕션의 결정을 수행해서, 상기 제 1 및 제 상기 2 중간 결과를 획득하도록 더 구성되는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14, 112)은 8비트와 128비트 사이의 길이인 랜덤수를 획득하도록 형성된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11.

  제 6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러 멱승의 결과는 메시지의 서명을 나타내고,

  상기 m은 상기 서명 이전의 메시지, 상기 d는 비밀 키, 상기 e는 공개 키, 상기 N은 모듈러스를 나타내는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장치.

청구항 12.

  제 1 키(e) 및 제 2 키(d)를 가지고, 암호화 시스템 내에서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키(e)와 상기 제 2 키(d)의 곱에서 1을 뺀 값에 기초해서 랜덤화 보조수를 계산하는 단계(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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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수를 획득하고, 상기 랜덤수와 상기 랜덤화 보조수의 곱과 상기 제 1 또는 상기 제 2 키를 합해서 랜덤화된 지수를 획

득하는 단계(14)와,

  상기 랜덤화된 지수를 사용해서 상기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계산하는 단계(16)를 포함하는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방법.

청구항 13.

  CRT를 사용해서 제 1 키(e) 및 이에 따른 제 2 키(d)를 가지고 암호화 시스템 내에서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제 2 키로부터 유도된 제 1 부분 키를 사용해서 제 1 모듈러 멱승을 수행해서 제 1 중간 결과(Sp)를 획득하고, 상기

제 2 키로부터 유도된 제 2 부분 키를 사용해서 제 2 모듈러 멱승을 수행해서 제 2 중간 결과(Sq)를 획득하는 단계(102)와,

  상기 CRT에 따라서 상기 제 1 및 상기 제 2 중간 결과를 합산해서 상기 모듈러 멱승의 결과를 획득하는 단계(104)을 포

함하되,

  상기 단계(102)는

  부분키(dp;dq)와 상기 제 1 키(e)의 곱에서 1을 뺀 값에 기초해서 랜덤화 보조수를 계산하는 단계(110)와,

  랜덤수를 획득하고, 상기 랜덤수와 상기 랜덤화 보조수의 곱과 상기 부분키를 합해서 랜덤화된 지수를 획득하는 단계

(112)를 포함하며,

  상기 단계(102)는 상기 랜덤화된 지수를 사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 중간 결과를 계산하는

  암호화 시스템 내의 모듈러 멱승 결과 결정 방법.

청구항 14.

  컴퓨터에서 수행될 때,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의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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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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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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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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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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