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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오류주입 공격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RSA-CRT 암호 알고리듬을 수행하는 동안 비밀 키를 찾아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RSA-CRT에서는 단 한 번의 오류주입을 통해 비밀 키 전체를 찾아낼 수 있어

공격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여러 가지 발표되었지만 일부는 다른 물리적

공격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구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제시된 RSA-CRT 오류주입 공격 대응책을 물리적 공격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응책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1. 서론

소인수 분해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RSA 암호 알

고리듬은 현재 보안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이다[1]. 그러나

이러한 RSA 알고리듬은 멱승(exponentiation) 연산

으로 인해 대칭키 암호 알고리듬에 비해서 연산 시

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Chinese

Remainder Theorem)를 이용한 계산법을 사용하는

RSA-CRT 알고리듬이 제안되었다[2]. RSA-CRT는

이론적으로 일반 RSA보다 계산속도가 약 4배정도

빠르기 때문에 스마트카드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일반 시스템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최근 부채널 공격(side-channel attack)과 오류주입

공격(fault insertion attack)과 같은 물리적 공격들은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카드

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

고 있다. 이러한 공격들 중 오류주입 공격은 하드웨

어의 결함 또는 소프트웨어의 버그 등을 이용하거나

전압 글리치(glitch) 또는 전자파 방사 등과 같은 방

법을 통해 오류를 주입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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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비밀 정보를 추출하는 공격이다[3]. 이

러한 오류주입 공격은 1996년 Bellcore사에서 RSA

암호시스템에 대한 공격 방법으로 처음 소개되었다[4].

RSA-CRT는 단 한 번의 오류주입만으로도 비밀

키를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주입 공격에 특

히 취약하다[5].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대응 방안들

이 연구되었고, 많은 대응책들이 제시되었다[6-11].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제안된 RSA-CRT 오류

주입 공격 대응 방안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알

고리듬들을 소개하고, 이 알고리듬들을 안전성과 효

율성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대응책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 RSA-CRT에 대한 오류주입 공격

RSA-CRT에서 서명 ≡ mod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두 개의 큰 소수 와 를 선택하여 ·

를 구하고, gcd   이 되는 공개키 를 선택

한다. 그 다음 ·≡ mod 을 만족하는 비밀키

를 구하고, 를 이용하여   mod 과

  mod 를 계산한다. 서명의 생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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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 

 
 mod 

   

여기서 결합과정인   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Gauss 방법과 Garner 방법이 많이 사용되

는데, Garner 방법이 Gauss 방법보다 좀 더 효율적

이다. 여기서 Garner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mod 

   mod 

RSA-CRT에서 오류주입 공격은 1997년 Boneh 등

이 처음 제안하였다[3]. 이 공격은 RSA-CRT 서명

생성과정에서 나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값에 오

류가 주입되어 오류가 주입된 서명  ′을 구할 수

있을 경우,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정상 서명

와 오류 서명  ′을 이용하여 을 소인수 분해하는

공격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 서명 값이 이고, 를

연산할 때 오류가 주입되어 생성된 값 ′로 인해

생성된 오류 서명  ′을 이용하여  ′ 을

계산하여 비밀 소수 를 구할 수 있다.

3. RSA-CRT에서의 오류주입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RSA-CRT에서의

오류주입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알고리듬을 알아본다.

3.1 BOS 기법[6]

BOS 기법은 Shamir의 대응책[7]을 확장한 대응책

으로 오류가 주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제거하

고 오류전파의 성질을 이용한다.

BOS 기법에서는 랜덤수 과 를 선택하고

≡ mod · ,  ≡ mod · ,

 ≡ mod ,  ≡ mod 를 사전에 계산하여

다음의 단계들을 수행함으로써 서명을 계산한다.

  
 mod ·

  
 mod ·

     mod ··

   
 mod 

   
 mod 

   
 mod 

위와 같이 각 단계들 중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가 서명에 확산되도록 구성되었다.

3.2 Giraud 기법[8]

Giraud는 Montgomery Ladder 멱승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멱승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값들을 이

용하여 오류의 주입 여부를 확인하는 대응 기법을

제시하였다.

Giraud의 대응 기법은 
와 

를 계산하는 것을

Montgomery Ladder 멱승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계

산한다. 따라서 그 결과 값은 
 

 
과


 

 
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와 


값만을 사용하지만 Giraud는 오류주입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값을 모두 사용하여 
와 

를 결합한 

와 
 
와 

 
을 결합한  ′을 통해  ′과

· mod 이 같은지 비교하여 오류주입 여부를

판단한다.

3.3 BNP 기법[9]

2007년 Boscher 등이 제안한 기법으로

Right-to-Left 방식의 멱승 알고리듬과 오류주입을

확인하는 단계를 통해 안전한 멱승 연산을 하고, 이

를 RSA-CRT에 적용하여 오류주입 공격에 안전한

RSA-CRT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BNP 알고리듬은 Right-to-Left 멱승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가 비트일 때 (, 
,  )을 구하고,

아래의 식을 통해 오류주입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오

류주입 공격에 안전한 멱승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
   

RSA-CRT에서는 아래와 같이 와 로 나누어 멱

승을 수행하고, 세 번의 결합과정을 거쳐 생성된 값

들로 서명을 생성하고 오류를 탐지한다.

   ′←
 mod 

 mod 
 mod 

   ′ ←
 mod 

 mod  mod 

 ← · m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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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oscher 등의 기법[10]

2009년 Boscher 등은 Fumaroli와 Vigilant가 제안

했던 대응책이[11] 오류주입 공격에 취약함을 지적

하고, 이전에 제안했던 BNP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여 전력분석 공격과 오류주입 공격에 안전한 새로

운 멱승 알고리듬과 이를 RSA-CRT에 적용한 대응

책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BNP 알고리듬과

거의 유사하고, 차분전력분석(differential power

analysis)[12]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데이터를 블라

인딩(blinding) 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4. 대응 방안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 분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소개된 대응 방안들의 안전

성과 효율성을 분석해본다.

4.1 안전성 분석

4.1.1 BOS 기법

BOS 기법은 Wagner에 의해 안전하지 않음이 밝

혀졌다[13]. Wagner는 BOS 기법이 RSA-CRT 연산

을 할 때 메시지 이 로드되는 시점에서 일시적인

오류를 주입하는 오류주입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

하였다. 나중에 저자들이 개선된 알고리듬을 제안하

였으나 안전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4.1.2 Giraud 기법

Giraud는 Montgomery Ladder 멱승 알고리듬을

이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는데, Montgomery

Ladder 멱승 알고리듬이 Relative 단순전력분석

(simple power analysis)[14] 공격에 취약하다고 알

려져 이를 개선한 알고리듬을 발표하였다.

개선된 알고리듬은 단순전력분석 공격과 오류주입

공격에 안전하다.

4.1.3 BNP 기법

BNP 기법은 RSA-CRT에서 멱승 연산을 하기 전

에 비밀키 값인 에 오류를 주입하게 되면 오류탐

지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오류 서명을 출력하게 되

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4.1.4 Boscher 기법

Boscher 기법은 멱승 알고리듬에서 공격을 통

해 단순전력분석 공격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고,

멱승 연산을 수행하기 전, 메시지 을 로드할 때에

오류를 주입하면 오류탐지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취

약점이 존재한다.

4.2 효율성 분석

표 1은 본 논문에서 소개한 대응 방안들의 계산량

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은 비밀 소수 와 의

길이를 나타내고, 은 모듈러 연산체 확장을 위한

랜덤수의 길이를 나타낸다.

표 1은 RSA-CRT 연산을 100%로 두고 각각의 알

고리듬들의 계산량을 이론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구분 멱승 연산 길이 연산량 비율(%)

RSA[1]  400.00

RSA-CRT[2]   100.00

BOS[6]      154.96

Giraud[8]  133.69

BNP[9]  100.00

Boscher et al.[10]  100.00

[표 1] 각 대응 방안들의 계산량 비교(    일 때)

표 1의 연산량을 산출하는 예를 들어보면

 의 연산량은 의 연산량에 비해  

의 연산량을 가진다. 따라서   이고,  일 경

우 약 1.5458배의 연산량을 가지게 된다.

표 1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성을 분석해보면 BOS

기법은 오류를 탐지하는 단계가 없는 대신 오류 전

파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산체와 지수를 확장

하여 비트 모듈러스에서 멱승을 두 번 수행하므로

연산량이 많이 증가하여 다른 대응 방안들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고, Giraud 기법은 전력분석

공격 방지를 위한 연산체 확장으로 기존 RSA-CRT

보다 연산량이 약간 증가하였다. BNP 기법과

Boscher 등의 기법은 연산체나 지수의 확장 없이

오류탐지 단계를 사용하므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

다.

5. 효율적인 대응책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이 장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책 개발을 위하여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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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효율적인 대응책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안전

해야 하며,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좋은 알고리듬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알고리듬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오류주입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부채널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대응책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안전성 :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영구적 오류나

일시적 오류주입 공격들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

다.

② 효율성 : 가능한 적은 계산량으로 서명을 생성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현의 용이성 : 레지스터나 메모리의 사용을

가능한 줄여 스마트카드와 같은 제한된 자원을

가진 시스템에서도 구현이 용이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④ 확장성 : 오류주입 공격뿐만 아니라 전력분석

공격과 같은 다른 부채널 공격에도 안전해야

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RSA-CRT에서 오류주입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소개하고, 그들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 분석을 해보았다. 또한 효율적인

대응책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하

였다.

현재도 오류주입 공격과 그에 대한 대응책들이 많

이 연구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취약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논의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충

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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