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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roved Side Channel Attack Using Event Information of Sub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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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SA-CRT is a widely used algorithm that provides high performance implementation of the RSA-signature algorithm. Many previous 

studies on each operation step have been published to verify the physical leakages of RSA-CRT when used in smart devices. This paper 

proposes SAED (subtraction algorithm analysis on equidistant data), which extracts sensitive information using the event information of 

the subtraction operation in a reduction algorithm. SAED is an attack method that uses algorithm-dependent power signal changes. An 

adversary can extract a key using differential power analysis (DPA) of the subtraction operation. This paper indicates the theoretical 

rationality of SAED, and shows that its results are better than those of other methods. According to our experiments, only 256 power 

traces are sufficient to acquire one block of data. We verify that this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those proposed in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Keywords : RSA-CRT, Side Channel Attack, Equidistant Message Power Analysis, CPA(Correlation Power Analysis)

뺄셈연산의 이벤트 정보를 활용한 향상된 

RSA-CRT 부채 분석공격 방법

박 종 연†․한 동 국††․이 옥 연†††․김 정 녀††††

요     약

RSA-CRT는 RSA 자서명 알고리즘의 고속화 구 을 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스마트디바이스에 사용되는 RSA-CRT 

알고리즘의 물리  취약성 검증을 해 CRT의 각 단계 연산에서 다양한 부채  분석 이론이 발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RSA-CRT 구 에 

사용되는 뺄셈연산의 이벤트 정보를 활용하여 RSA-CRT의 reduction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새로운 SAED(Subtraction algorithm Analysis on 

Equidistant Data)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SAED분석 방법은 알고리즘에 의존한 력 변화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며, 뺄셈 연산을 차분 력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키를 찾아낸다. 본 논문은 SAED분석 방법의 이론 인 합리성을 증명하고, 실험 으로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향상된 결과를 

가짐을 보인다. 실험 결과 256개의 형만으로 하나의 바이트를 분석해 낼 수 있어, 기존 논문보다 효율 인 분석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키워드 : RSA-CRT, 부채  분석, 등간격 평문 력 분석, 상 계 력분석방법

1. 서  론4)

부채  분석이 최 에 제안된 이후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 지고 있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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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째는, 분석 방법에 한 응이다. 하나의 분석 방법

이 나오면 그러한 알고리즘이 갖는 취약 을 응하기 한 

응책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공공기 에서 

암호 장비의 안 성을 테스트 하는데 기 으로 삼기도 하며, 

응법에 한 이론 인 안 성이 충분히 보장 되었는지에 

한 논의도 포함된다. 공격에 한 응은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단계에서 공격 가정이 되는 력 는 

자  소비 모델을 무력화 시키는 이른바, 부채  정보 원천

쇄를 목표로 삼기도 하며, 단순히 특정 분석 방법에 한 

하드웨어 인 해결책을 내놓기도 한다. 

둘째는 더욱 향상된 분석 방법에 한 연구이다. 향상된 분

석 방법 연구의 일반 인 연구는 분석 구분자(Distinguisher)에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부채  분석에 한 연구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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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 x0 x1 x2 x3 … xi

vi,0 0 255 254 253 … –i mod 256

vi,1 1 0 255 254 … (1–i) mod 256

vi,2 2 1 0 255 … (2–i)mod 256

… … … … … … …

vi,255 255 254 253 252 … (255–i)mod 256

Table 1. Computation of vi,j

hi,j x0 x1 x2 x3 … xi
hi,0 0 8 7 7 … HW(vi,0)

hi,1 1 0 8 7 … HW(vi,1)

hi,2 1 1 0 8 … HW(vi,2)

… … … … … … …

hi,255 8 7 7 6 … HW(vi,255)

Table 2. vi,j-based 8 bit Hamming weight : hi,j

인 암호 분석 연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이다. 공

격자는 키를 찾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찾아내는 비

정보와 공격자가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닌 값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기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기 은 력 소비 

모델(Power consumption model)로 부터 출발한다. 

구분자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은 

DPA(Differential Power Analysis)[2], CPA(Correlation 

Power Analysis)[3], Template Attack[4], Improved DPA[5]

과 최근 MIA(Mutual Information Analysis)[6]까지 다양한 

기 과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향상된 분석 방법의  다른 연구는, 새로운 분석 방법 

개발에 한 연구이다. 응법이 용된 블록 암호에 하

여 다 라운드 공격을 하는 등의 분석 방법 개발이 있을 수 

있으며[7], RSA[8], ECC[9]와 같은 공개키 알고리즘의 경우 

수 많은 구  방법에 특성화된 분석법을 개발 하는 것 역시 

분석 방법 개발의 이다. 를 들어 RSA-CRT 알고리즘의 

경우,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용하여 리덕션(Reduction) 단계

를 분석하는 Boer[10]등의 MRED방법, 재조합 단계를 분석

하는 Novak[11], Amiel[12]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MRED의 

경우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유사키 특성이 이

론 으로 연구되어 왔다[13,14].

본 논문은 이러한 공개키 알고리즘의 향상된 분석 방법의 

연장선에 있으며, 기존에 제안되었던 표 인 RSA-CRT알

고리즘의 부채  공격법인 MRED로부터 리덕션 알고리즘의 

뺄셈 연산에서 발생하는 특성 이벤트가 력정보로 노출 된

다는 것을 이용하 다[13,16]. 본 논문에서 새로 제시한 분석 

방법은 SAED(Subtraction algorithm analysis on 

equidistant data)라 불리며, 헤 웨이트에 의존해서 나타나

는 력 값이 아닌 산술연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확률 으로 분석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방

법이다. 한 새로운 분석 방법에 한 타당성을 밝히기 

해 우리는 이벤트 발생 기반의 력모델 가정을 이용한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SAED분석 방법은 기존의 등간격 평문 

력분석보다 훨씬 은 수의 형만으로도 키 후보를 상당

히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RSA-CRT분석 방법  기존의 방

법인 MRED 력 분석에 해 소개하며, 3장에서는 MRED

의 변형된 형태인SAED분석 방법에 한 이론  설명을, 4

장에서는 소 트웨어 보드에서의 실제 실험을 통해 SAED

분석 결과를 보인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을 결론 짓는다.

2. 배경 지식 – MRED 력분석 

Boer[10]등은 RSA-CRT를 분석하는 방법을 발표하 다. 

이 방법은 RSA-CRT에서 xp=xmodp를 연산하는 기 리덕

션 단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Equation (1)이 성립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x−i mod p = r−i                  (1)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한다면, 공격자는 p값을 모르더라

도, r값을 직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격자는 Equation  

(1)의 패턴을 력으로 얻어내기 하여 등간격 평문을 {x, 

x–1, x–2, …}순서로 입력하여, 결과 {r, r–1, r–2, …}의 

력을 수집할 수 있다. 최하  바이트를 분석하고자 할 때

에, 공격자가 추측하는 r의 최하  바이트 값은 체 키 후

보의 개수 K, 체 형 수 N에 하여 {vij}={(j–

i)mod256|i=0,…,N–1, j=0,…,K–1}로 나타난다. 

Table 1은 한 바이트의 r을 추측하기 한 vi,j의 구성방

법을 구체 으로 보여주며, 만약 r이 맞게 추측이 된다면, 

vi,j의 헤 웨이트는 r값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의 CPA분석을 

통해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Table 2는 vi,j의 헤 웨이트 

연산 값인 hi,j을 구체 으로 보여 다. 

두 번째 바이트부터 연산은 동일한 분석 간 값 hi,j을 

동일하게 이용한다. 하지만 입력 평문의 간격을 다르게 주

어, 각 블록 분석에 특성화된 형을 이용한 상  바이트 

공격이 가능해진다. Equation (2)는 Equation (1)의 일반화

된 형식을 나타내며, 상  바이트 분석 방법 역시 최하  

바이트 분석과 동일하게 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 하지

만 수집하는 등차수열의 형의 공차가 (28)k단 로 바 어

야 하므로, 첫 번째 바이트를 분석할 때와 동일한 CPA분석

을 수행하되 간격을 다르게 주어 형을 수집해야 한다. 

x–i(256)kmodp=r–i(256)k               (2)

(단, i(256)d≤ p 이며, k는 최하  바이트부터 블록 순서

다. 를 들어 k가 0이면 공격자는 최하  바이트를 분석하

는 것이다.) 즉, 바이트 단 로 장되는 r은 평문의 간격을 

바이트 단 로 으로써, 분석이 가능해진다. 8비트 연산에

서의 데이터 흐름에 의해 간격을 다르게 주는 선택 평문을 

입력 값으로 갖게 되면 등간격의 바이트 치가 결정된다. 

한편 Equation (2)는 r>i(256)k가 성립한다는 조건하에서 성

립되므로, r>i(256)k가 만족되지 않으면 r≤t(256)k인 t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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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MRED(v 번째 byte)

INPUT : s1,…,st t개의 등간격 평문에 의한 형 집합 Cv
OUTPUT : r의 v번째 바이트 값

Step 1  For j from 0 to 255

       Step 1.1 set hj={HW(i – j)mod256|j=1,2,…,t}

       Step 1.2 rj=r(Cv , hj)

       Step 1.3 If j=0 then   key=0, rkey=rj
          Otherwise;   if rkey<rj  then, rv=j,rkey=rj 
Step 2  Return rv

알고리즘 2: SAED(v 번째 byte)

INPUT : s1,…,stt개의 등간격 평문에 의한 형 집합 Cv
OUTPUT : 나머지 r의 v번째 바이트 단  블록

Step 1  For j from 0 to 255

       Step 1.1 set nj={(i – j)mod256|j=1,2,…,t}

       Step 1.2 rj=r(Cv , nj)

       Step 1.3 If j=0 then   key=0, rkey=rj
          Otherwise; if rkey<rj  then, rv=j,rkey=rj 

Step 2  Return rv

알고리즘 3: 다정도 나눗셈 연산 

INPUT : 

positive integers x = (xn,…,x1,x0)b,   p=(pt,…,p1,p0)b with 

n≥r≥1, pt≠0.

OUTPUT : the quotient q = (qn-t,…,q1,q0)b and remainder 

r=(rt,…,r1,r0)b such that x=qp+r, 0≤r<p

Step 1  For j   from 0 to (n-t) do : qj ← 0

Step 2 while(x³ pbn-t) do the following : 

       qn-t ←qn-t +1, x ← x – pbn-t

Step 3 For i from n down to (t+1) do the following

       Step 3.1   If xi=pt then set qi-t-1←b–1;    

          Otherwise set qi-t-1 ← ⌊(xib+xi-1/pt)⌋

       Step 3.2 While (qi-t-1(ptb+pt–1) > xtb
2+xi-1b+xi-2)

           do : qi-t-1←qi-t-1–1

       Step 3.3   x ← x–qi-t-1pb
i-t-1

       Step 3.4   If x < 0 then set x← x+pbi-t-1

           and qi-t-1←qi-t-1 –1

Step 4. r ← x 

Step 5. Return (q,r)

재하며, Equation (3)에 의해 비  소수 p가 연산 가능하다. 

여기서 라는 k번째 바이트까지 공격자가 찾는 r값이며, p, q

는 RSA알고리즘의 두 개의 비 소수 값이다.

p = GCD(x0–Fk– i(256)k, pq)                (3)

p = GCD(x – r, pq)                         (4)

만약 공격자가 r을 계산해 냈다고 가정하면, Equation (4)

의 최 공약수를 계산하여 비  소수 p를 찾는 것이 가능하

며, 비  소수 p를 찾으면 RSA의 비  지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CRT의 r=xmodp값이 노출된다는 것은 RSA알

고리즘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3. SAED분석방법 

3.1 SAED와 MRED분석 알고리즘의 차이

알고리즘 1은 MRED분석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것이다. Step1.1은 Table 2의 hi,j연산을 의미한다. r 의 값을 

직  계산 하는 방법이므로 일반 인 CPA분석 방법과 같이 

알고리즘 간 력을 측하여야 하며, 헤 웨이트 력 

모델을 따른다. 

알고리즘 2는 SAED를 이용한 RSA-CRT의 CPA분석 과

정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1과는 달리 step1.1

에서 헤 웨이트를 계산하지 않는다. SAED분석은 r값의 데

이터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며, 간 데이터에 의존한 력 모델이 용되지 않는

다. 우리의 공격에서는 형의 변화는 등간격의 간 값에 

의해 달라지는 알고리즘 변화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우리

는 헤 웨이트를 계산하지 않고도 분석이 가능하게 된 원리

를 설명 할 것이다. 

3.2 Event발생 기반의 력 모형

력 분석에서 공격자가 알고자 하는 시간 인 치에 존

재하는 연산의 결과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력 모델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15].

  Ptotal=Pop+Pdata+Pel.noise+Pconst               (5)

(Pop : 연산의존 력, Pdata : 데이터 의존 력, Pel.noise : 

자 노이즈, Pconst : 고정 값)

일반 인 력분석은 간 데이터를 추측하여 분석하므

로, Equation (5)와 같이 Pdata 의 특성에 의존하며, 일반 으

로 Pdata 는 헤 웨이트와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가정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연산이 

존재한다고 볼 때에 가능한 분석 방법이며, 많은 단순 력 

분석은 동일한 연산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한다[16]. 

 하지만 실 으로 다른 연산이 발생하는 것을 SPA로 

분석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Equation (6)

과 같은 력 모델을 기반으로 SPA가 아닌 CPA분석을 

용한다. 

Ptotal=Peo+Ptotal.noise+Pconst                  (6)

(Peo : 사건 발생에 의존한 력, Ptotal.noise : 체 노이즈, 

Pconst : 고정 값)

체 력은 력의 모양에 상당한 향을 주는 이벤트 

정보 기반의 력신호(Event Occurrence based Power 

signal)와 데이터와 연산에 의존한 력을 포함한 체 노이

즈 그리고 상수 값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형마다 다

른 연산이 발생할 때에는 데이터에 의존한 력 등은 무시

할 정도로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3 SAED분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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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4: 큰 수 뺄셈 

INPUT : positive integers u and c, each having n+1 base   

b digits, with u≥c

OUTPUT : u – c radix 256 representation.

Step 1  BR= 0

      Step 1.1  For i from 0 to n do the   following

      Step 1.2  ri = (ui   – ci + BR) mod 256

      Step 1.3  If(ui – ci   + BR) ≥ 0 then BR=0; 

         otherwise BR= –1

step 2  Return((rn,rn-1…,r1,r0))

RSA-CRT의 기 리덕션 알고리즘은 몫과 나머지를 계

산하는 나눗셈 알고리즘과 같다. 알고리즘 3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다정도 나눗셈 알고리즘으로써, 덧셈 그리고 뺄셈 

곱셈등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17]. 공격 타겟 알고리즘

인 r=xmodp에 용하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3과 같은 일

반 인 나눗셈 연산이라고 가정한다. SAED분석에서 주목하

는 단계는 step3.3의 뺄셈 연산이다. x ← x–qi-t-1pb
i-t-1는 

변수 x에 몫 q와 비  키 p의 곱을 빼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qi-t-1pb
i-t-1은 고정된 상수라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

는 비 소수 p는 RSA 로토콜에서 반드시 고정되어 있으

며, 몫은 사실상 고정된 값이기 때문이다. 

(r–i)+p×q=x–i                          (7)

          ⇔ (r–i) + p + (q–1) × p = x–i

몫 q가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등간격의 평

문은 몫에 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몫이 변화할 때의 

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Equation (7)은 Equation (1)을 

몫과 나머지로 정리한 수식이며, 최하  바이트 공격에서의 

몫이 q에서 q–1로 변화시켰을 때에 결과를 보여 다. (r–

i)+p는 나머지에 해당하며, 몫과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는 

나 는 수 p보다 작아야 하며, (r–i)+p<p가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몫이 바 기 해서는 r<i가 만족되야 하며, i는 분

석 필요 형수 만큼 증가하므로, 분석을 한 등간격의 

형수가 r보다 커야 한다. 일반 인 RSA-CRT알고리즘에서 

정수 r의 크기는 512비트, 1024비트등이 주로 사용되므로 최

하  바이트 공격에서의 몫을 변화시키기 한 형 수는 

략 2512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도 수치는 실 인 

분석 형 크기를 넘어서므로 최하  바이트 공격에서의 몫 

q는 등간격 평문 공격에서 고정된다고 볼 수 있다. 

 (r–i(256)k) + q×p = x – i(256)k                 (8)

   ⇔ (r–i(256)k)+p+(q–1) × p = x–i(256)k

최하  바이트인 경우 몫을 변화시키기 해 필요한 형

수가 크지만, 상  바이트를 공격할 때는 필요한 형수가 

어든다. 그래서 상  바이트를 분석 할 때에 몫을 변화시

키는 형이 실 인 수 에서 결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quation (8)은 Equation (7)을 상  바이트 공격까지 확장

한 것이다. 몫과 나머지 정리에 의해 r–i(256)k+p<p가 성립

되어야 하며, r<i(256)k가 만족되는 i까지 q가 상수로 유지된

다. 를 들어, 512비트 r을 찾을 때 몫을 변화시키기 한 

형 수는 2512-8k개로 계산되며, 가장 은 형수로 몫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상  바이트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28개

의 형만으로도 몫을 변화시키지만, 상  바이트의 경우 2

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조사가 가능하므로 부채  분

석이 용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SAED분석에서 몫 q는 상

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몫이 고정된다면 x ← x–qi-t-1pb
i-t-1에서 빼는 수 q,p,b  

모두가 상수 값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의 x–

qi-t-1pb
i-t-1은 x–c로 단순하게 표  가능하다. 정리하면, 

r=xmodp연산인 알고리즘 3의 r을 연산하는 마지막 단계가 

step3.3의 x ← x–qi-t-1pb
i-t-1로 표 가능하고, q와 i,p,t가 

고정이므로 r←u–c 로 간단하게 표  가능하다. 따라서 

r=xmodp연산의 마지막은 상수 c에 의한 뺄셈 연산이며, 본 

논문에서의 분석 목표가 되는 연산이다. 

r=u–c를 분석하기 하여 뺄셈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알

고리즘 4와 같으며[18], SAED는 헤 웨이트 계산 없이 r값

을 측해야 한다. 

알고리즘 4의 step2.2에서 (ui–ci+BR)≥0인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형이 달라짐은 3.2 의 력모델

에 따른다. 따라서 간 값에 의해 형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CPA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격자

에 의해서 추측된 r 값에 따라서 BR이 발생하는 형과 발

생하지 않는 형을 구분해 낼 수 있다면, 공격자는 키를 

찾아낼 수 있다. 

3.4 r 값을 추측하기 한 확률 인 근

공격자가 찾는 값의 하나의 블록이 ri라고 두자, ri을 계

산하기 한 바이트단 의 뺄셈 연산은 ri=ui–ci이다. 다음 

정리는 r의 값과 BR의 발생 사이의 련성을 보여 다. 

정리 1]

(Borrow(BR)과 Carry(CR)의 동시 발생  특성)

a, b, c의 다정도 뺄셈 a–c=b의 한 블록 연산에서 

Borrow값이 발생하면, 다정도 덧셈 a=b+c의 동일한 블록 

연산에서 Carry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 

증명) a–c=b의 한 블록 연산에서 Borrow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최하  블록의 연산이라 두어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므로, a0–c0=b0mod256의 연산을 생각해보자. Borrow가 

발생 했으므로, a0<c0이며 a0=c0+b0–256라고 볼 수 있다. 그 

의미는 a0+256=b0+c0이므로 덧셈 연산에서Carry가 발생하게 

된다. 역으로 a0=b0+c0에서 Carry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즉, a0+256=b0+c0이다. a0–b0+256=c0이고, c0<256이므로 a0–

b0+256<256이다. 즉, a0–b0<0이다. 즉 a0–b0연산에서 

Borrow가 발생하게 된다. 

정리 1은 ri = ui–ci에서 발생하는 BR의 발생이 ri+ci=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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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c0(Least significant Byte of c)

r0 135 134 … 0 255 … 136 135

c0 120 120 … 120 120 … 120 120

BR N N … N Y … Y N

n135 135 134 … 0 255 … 136 135 …

Table 3. Borrow occurrence of r0=u0– c0mod256

연산으로 바꾼 뒤 넘겨주기 값(Carry,CR)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꾸어도 동일한 형의 변화를 추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공격자는 c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이러

한 형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측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BR의 발생을 측할 수 없지

만, 높은 확률로 발생될 것이라고 측되는 지 과, 그에 

한 발생 기  값을 계산하여 확률 인 기 을 만들 것이다. 

        P(Carry Occurence) = 

P(256<ri+ci)=(256–ri<ci)=ri/256              (9)

Equation (9)는 추측한 변수 ri 와 고정된 ci 에 하여 

Carry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ri는 공격자가 측

한 임의의 값이므로 알려진 값(known value)이며, 0부터 

255사이의 값을 갖는 모르는 ci 값에 한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를 들어 공격자의 추측 ri가 0이라면 P(Carry 

Occurrence)=0 이다. 추측 ri 가 커질수록 연산이 Carry를 

가질 가능성이 커짐을 직 으로 알 수 있다. Equation (9)

를 이용하여 분석 수열을 만들면 Equation (10)과 같이 구

성이 가능하다. 

        Aj = {jmod256/256,j–1 mod256/256, 

j–2mod256/256,…,1/256,0/256,…}           (10)

        r(A,B) = r(xA, yB)                        

       (where, A,B are random variables, x,y∈Z) (11)

        Aj×256 = nj 

 ={jmod256,j–1mod256,j–2mod256,…,1,0,…}  (12)

Equation (10)은 상 계수의 특성 Equation (11)에 의해 

최종 으로 Equation (12)와 같은 형태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이 집합은 알고리즘 2 step1.1의 CPA를 한 간 값 

집합을 구성하는 방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만약 공격자

가 추측하는 r값이 맞는다면 BR발생을 틀린 키 보다 더 높

은 확률로 추측하 기 때문에 상 으로 더 높은 상 계수

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확률 계산은 상수 ci가 0부터 255사이에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을 따를 때에 가능하므로 c

의 결과의 분포를 확인해야 한다.

3.5 분석을 한 상수의 성질  조건 

상수의 성질에 따라서 분석이 큰 향을 받기 때문에 상

수 ci의 조건을 명확히 결정하고, 이러한 조건이 실제 분포와 

분석 가정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조건 1 – 상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ci가 0이라면 ri=ui–

ci연산에서 BR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격자의 확률 

연산은 ci가 0이 아니라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며, ci가 0이

라면 와 같은 공격 방법을 용 할 수 없다. 

조건 2 – 상수는 균등분포를 따른다. Fig. 1은 임의의 두

수의 곱셈을 천만번 수행하여 결과의 최하  바이트 c0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의 분포

는 균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최하  바이트는 

0이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상수는 

소수 p와 임의의 수의 곱셈으로 되어 있으며, p의 최하  

바이트는 0이 아니므로 계산 결과가 0이 나타날 확률은 다

른 수의 확률보다 높지 않다. 따라서 조건 1에 의해 SAED

분석으로 키를 찾지 못할 확률이 1/256이라고 볼 수 있으며, 

Equation (9)가 용 가능하다.  

3.6 SAED 분석 시뮬 이션

Equation (12)의 간 값 집합에 의해 분석 가능한지 알

아보기 해서 실제 r  값을 등간격 평문을 이용하여 분석

한다. 

Table 3은 기 평문 x에 하여 r=xmodp를 연산하여 

최하  바이트 r0=135, c0=120으로 두고, BR이 발생하는 경

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등간격 수열 형태로 나타낸 것이

다. 이와 같이 설정된 r0와 c0에 하여, SAED분석 알고리

즘인 알고리즘 2의 step1.2의 ρ(C0,nj)을 계산한다. B0은 최

하  바이트의 등간격 형이며, Aj는 j번째 키 후보에 한 

간 값 집합이다. 

Fig. 2는 ρ(C0,ni)의 결과이다. 가장 높은 상 계수를 보이

는 값이 135임을 알 수 있는데, 모든 틀린 r값도 135를 심

으로 높은 상 계수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서로 다른 

키 후보 jx, jy에 하여 간 값 집합 njx 와 njy는 0이 아닌 

상 계를 가지는  집합을 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다. 더 자세히 키 후보와 후보 사이의 상 도를 계산해 보

면 Fig. 3과 같이 3차원 그래 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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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nj with borrow occurrence

Fig.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key candidates

력수집 툴 Digital oscilloscope Lecroy

력 분석 보드

(Embedded Simulator)

MSP430 / Arm7 

ETRI Sacrf

Sampling rate
MSP430 : 250MS/sec

Arm : 1GS/sec

분석 알고리즘

등간격 평문에 의한 8비트 

리덕션 알고리즘

x–i(256)kmodp = r-i(256)k

알고리즘의 변수 크기
32바이트 입력 x

16 바이트 소수 p 

Table 4. Experimental environment of SAED analysis

Fig. 4. MSP430 result: Maximum correlation coefficient of 

256 key candidates

Fig. 5. MSP430 result: SAED on subtraction oper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256 key candidates

Fig. 2는 고정된 키 결과의 간 값에 하여 256개 키의 

상 계수를 본 만면, Fig. 3에서는 256개의 키 후보에 한 

256개의 키 후보의 상 도를 보여 다. 가운데 붉은 선은 

두 키가 일치한 자기 상 계수 1을 나타내며, 다른 키의 경

우 최  0.9767이상까지 나타난다. Fig. 2는 Fig. 3의 특정키

를 선택하여 자른 2차원 단면도이다. 이것은 모든 테스트 

환경에서 키를 바꾸어 실험하 을 때에도 반드시 용되는 

성질이다. 

4. SAED 실험결과

4.1 실험환경 

Table 4는 SAED분석 실험 환경이다. 8비트 리덕션 연산

을 Sacrf의 MSP430 소 트웨어보드와 Arm 소 트웨어 보

드에서 실험하 다. 입력 평문은 SAED분석 방법에 따라서 

등간격 평문을 사용하 으며, 등간격 평문을 입력하여 나타

나는 력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4.2 SAED분석 결과와 해석

Fig. 4는 r의 최하  바이트 256개 키 후보에 한 분석 

구간에서의 최  상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해야 할 r0

값과 c0는 시뮬 이션에서의 설정과 같이 135, 120으로 설정

되어 있다. Fig. 4는 SAED분석 결과이며 시뮬 이션 결과

인 Fig. 2와는 다른 다소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Fig. 2는 

하나의 가장 높은 상 도를 갖는 키를 찾아낼 수 있는 반면

에, Fig. 4는 두 개의 r0로 추정되는 후보 키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두 개의 키 후보  하나는 맞는 r0값이며 하

나는 키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갖는 틀린 키일 것이다. Fig. 

6은 리덕션 알고리즘의 마지막 뺄셈 연산에서의 256개 체 

키 후보의 상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Fig. 6은 

Fig. 5의 가장 높은 상 계수를 갖는 역을 확 하여 나타

낸 것이다. 가장 높은 상 계수를 갖는 동시에 가장 낮은 

상 계수를 갖는 두 개의 키는 135와 255이며, 칭 인 형

태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칭 인 형태는 이론 으로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 공격

자는 r을 찾는 방법과 같이 BR의 발생을 이용하여 u를 찾

을 수 있는데, 그 간 값 연산의 확률  방법은 r을 찾는 

방법과 동일하다. 

P(BR)=P(ui<ci)=(255–ui)/25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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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SP result: Zoom-in of Figure 5

Fig. 7. ARM result: Maximum correlation coefficient of 

256 key candidates

Fig. 8. ARM result: SAED on subtraction oper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256 key candidates

Fig. 9. ARM result: Zoom of Figure 8

Fig. 10. MSP result: Max/Min correlation coefficient

Equation (13)은 ri=ui–ci연산에서 균등 분포를 가지는 ci

에 하여 BR이 발생할 경우에 한 확률이다. 이 확률을 

Equation (12)와 비교 했을 때, 255에 한 보수 계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u를 찾기 한 수열을 S라고 한다면 Su–i

로 바 는 등간격 평문에 의한 Su의 구성은 Equation (14)

와 같다.

Su = {umod256,(u+1)mod256,(u+2)mod256,…,255,0,1…}

  (14)

ui의 분석을 한 수열의 255보수 형태가 SAED분석 

간 값 ni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 으로 S255가 

간 값으로 사용되었다면, 분석 결과로 255를 찾을 수 있

으며, n135을 간 값으로 취하면, 분석 결과로 135가 가장 

높은 상 계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알고리즘 2의 Step1.1의 

상 계수는 동일한 형에 하여 서로 다른 간 값으로 

인해 ρ(Cv,n135) = ρ(Cv,S255) = –ρ(Cv,n255) 로 계산 될 것이

다. 따라서 Fig. 4와 같이 칭 인 성질과, Fig. 5에서와 같

은 높은 상 도를 갖는 분석 결과를 보임이 이론 으로 규

명 가능하다. 

MSP 소 트웨어 보드와 같이 Arm보드에서의 실험도 같

은 결과를 나타냈다. Fig. 7,8,9은 Fig 4,5,6에 한 실험의 

Arm보드 상에서의 결과를 보여 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 

MSP의 유사키 패턴과, 칭 인 상 계수 형태를 그 로 

가져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의 이론  타당성을 입

증한다.

높은 상 계수와 낮은 상 계수가 넓은 폭으로 진행되는 

것이 키 값이라고 한다면 최  상 계수로 분석 결과를 측

정하는 것이 아닌, 최  상 계수와 최소 상 계수   

값이 가장 큰 상 계수를 가장 유력한 키 값으로 정할 수 

있다. Fig. 10은 Fig. 7의 결과와 분석 구간에서의 최  

 상 계수 그림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상 계수 

결과가 으로 양의 상 계수와 음의 상 계수를 동시에 갖

는 것은 칭  성질에 의한 분석 결과가 때때로 음의 값에

서 가장 큰  상 계수 값을 가짐을 보여 다. 

BR이 존재하는 형과 그 지 않은 형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보자. Fig. 11은 BR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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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ower signal comparison between BR and no BR 

Fig. 12. 6 signals comparison with BR occurrence

Fig. 13. Distribution of borrow occurrence(black)

          Distribution of no borrow occurrence(gray)

1st byte 2nd byte 3rd byte

SAED (MSP) 256 256 256

MRED (MSP) over 2800 over 3000 over 1800

Table 5. MSP result: Performance comparison, MRED vs. SAED

1st byte 2nd byte 3rd byte

SAED (ARM) 256 256 256

MRED (ARM) over 1100 over 800 over 1300

Table 6. ARM result: Performance comparison, MRED vs. SAED

와 그 지 않은 경우의 형 비교이다. BR이 발생한 선

의 경우 발생하지 않은 실선과 비교하여 형의 정렬이 맞

이 않으며, 상 으로 높은 압과 낮은 압이 교차 으

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상 도와 낮은 상 도를 교

차 으로 장시간 동안 나타나게 된다. 

Fig. 11과는 달리 BR의 발생을 단순 력분석으로 구분하

는 것은 쉽지 않다. Fig. 12는 Fig. 11의 형을 포함하여 동

일한 시간 의 형 6개를 나타낸 것이다. 형이 첩되고 

BR의 발생 여부에 한 명확한 기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SPA기반의 분석 방법이 용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통계

인 기법을 이용한 SAED분석을 반드시 용해야 한다.   

Fig. 13은 Fig. 12의 9450포인트에서의 BR이 발생했을 경

우(검은색)와 그 지 않은 경우(회색)의 형 20000개의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형의 분포가 

확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분포의 차이는 형의 평균

값을 변화시키고 Pearson 상 계수에 향을 미치게 되므

로, CPA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SAED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4.3 SAED vs MRED

SAED로 분석했을 때, 분석 성능 면에서 기존의 분석법

보다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는지 기존 분석 방법인 MRED와 

비교해보았다.

Table 5와 Table 6은 MRED분석과 SAED분석 성능의 

MSP430보드와 Arm보드에서의 결과 비교표이다. MRED와 

SAED분석은 동일한 형을 이용하여 간 값을 다르게 계

산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분석 성능에 한 직 인 비

교가 가능하다. 실험 결과 최소 천 개 수 에서 최  수천 

개에서 키가 나오는 헤 웨이트 모델의 MRED분석에 비해, 

SAED에서는 오직 256개의 형만으로도 최  성능을 보여

주며, 키 형태가 충분히 찰된다. 하지만 하나의 가장 높은 

키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분석 결과의 해석이 요하

며, 최  상 계수 결과의 극 을 2개의 키 후보로 최종

으로 결정하며, 상  바이트까지 확장하여 분석한다. 

MRED와 비교하여 CPA분석에 의한 결과가 히 은 

형으로도 구분이 되므로 소음이 많은 분석 환경에서 특히 

강 을 가질 것으로 측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RSA-CRT에 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

으며, 특히 헤 웨이트에 의한 력이 아닌 이벤트 발생

에 따른 력 변화를 확률 인 분석을 통해 측하고 키를 

찾아낼 수 있음을 이론 으로 검증하고 실제 실험으로 보

다. SAED는 기존의 력 모델을 이용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에서 헤 웨이트에 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하드웨어 

응방법을 깰 수 있는 분석 방법이며, 아주 은 량의 형 

수로도 키 후보를 히 여 다는 이 큰 장 이다. 

한 8비트 연산에서뿐만 아니라 32비트, 64비트 등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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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 크기를 갖는 연산으로부터도 동일한 분석 논리가 

용 가능하다는 에서, 지스터 크기가 분석 성능에 향

을 주는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더 이 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SAED분석은 기존의 MRED분석의 선택 비트 유사키의 

패턴의 연구로부터 출발하 으며, 유사키의 정확한 원인 규

명으로부터,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성공사

례이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방법은 키 주변의 유사키에 하여 

구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 상수가 0이면 분석이 불가

능 하다는 , 그리고 결과 으로 키 후보를 좁히는 효과가 

있을 뿐, 정확히 하나의 키 후보로 결정될 수 없다는 에

서 한계가 있으며, 더욱 향상된 분석 결과를 가지기 해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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