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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암호계에 한 결정  공격법에 한 연구

김용태
*

On a Deterministic Attack Against The RSA Cryptosystem

Yong-Tae Kim
*

요 약

RSA 암호계는 가장 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계로서, 암호화뿐만 아니라 자서명이 가능한 최 의 알고리

즘으로 알려져 있다. RSA 암호계의 안정성은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큰 정수의 소인수분해 방법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 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는 

모두 실험 이거나 확률 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소 이차체의 order의 류 반군의 구조와 비 가역 이데알의 

성질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하지 않으면서 큰 정수의 소인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한 다음, RSA 암호

계에 한 결정  공격법을 제안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RSA cryptosystem is a one of the first public-key cryptosystems and is widely used for secure data transmission and electric 

signature. The security of the RSA cryptosystem is based on the difficulty of factoring large numbers.. Though many studies on finding 

methods for factoring large numbers are going on, the results of that are all experimental or probabilistic. We, in this paper, construct an 

algorithm for finding large prime factors of integers without factoring integers using properties of the structure of semigroup of imaginary 

quadratic order and non-invertible ideal, then propose our methods foe deterministic attack against RSA crypt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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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SA 암호계는 1978년에 MIT 교수이던 Rivest, 

Shamir와 Adleman의 연구[1]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RSA 암호계는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하나로, 암호화

뿐만 아니라 자서명이 가능한 최 의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RSA 암호계가 갖는 자서명 기능은 

인증을 요구하는 자 상거래 등에 RSA 암호계의 

범 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 다. RSA 암호계의 안정

성은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에 을 맞추어 지난 

40년 동안 RSA 암호계를 공격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어떤 양의 실수 에 

해서 -bit 정수를 다항식 시간(polynomial time) 

즉, 안에 소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알

려지지 않고 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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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lice   ⇒⇒⇒⇒⇒⇒⇒  Bob

            (trapdoor)↯

              Eavesdropper

제하에서, 100자리 이상의 큰 정수 을 소인수분해

하는 지 까지 알려진 가장 빠른 알고리즘은 일반 수

체 체(general number field sieve,  GNFS)알고리즘

이며, 몇 가지 실험을 통하여 얻은 정수 (⎣log⎦
) 비트의 소인수분해 복잡도는          

exp





ln



ln ln


  







이다.

이 방법은 유리수 체(rational sieve) 는 이차 체

(quadratic sieve)를 개선한 것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

여 큰 정수 을 소인수분해 할 때에는 -smooth 

number 만을 찾으면 된다는 장 이 있다. 한 20∼

25 자리의 수(64.∼83 비트)정도의 소인수를 찾아내는 

가장 빠른 알고리즘은 1985년에 Lenstra가 제안한 유

한체 에서의 타원곡선법이다. 타원곡선법을 이용하

여 재까지 찾아낸 가장 큰 약수는 2013년에 R. 

Propper가 찾아낸 83자리 수이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타원곡선의 개수를 충분히 크게 하여  그 에서 우

연히 약수를 얻는 확률 인 방법으로, 약수의 자릿수

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타원곡선의 개수가 비선형

(non-linear)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하지 않은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결과 으로 

큰 정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가장 효과 인 두 방법은 

모두 실험 이거나 확률 이다[2]. 한편, 복소 이차체

에서의 암호계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Buchmann 과 Williams[3]이다. 그들은 Gauss의 서 

정수론[4]의 복소 이차체와 이데알의 이론을 이용하여 

기존의 키 분배(key-exchange) 체계와 그의 안 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하 으며 그의 제자들[5]에 의해

서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후, Zanardo와 

Zannier의 연구[6]를 시작으로 수체에서 order의 류 

반군의 구조와 이데알의 성질을 밝히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소 이차체의 류 반군, 이

데알 등의 수  구조와 이진수열의 성질 등에 한 

연구[7-8]를 이용하여, 큰 수(  이상)를 소인수분

해를 하지 않으면서 소인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

성하고, 이를 이용한 RSA 암호게에 한 결정  공

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RSA 암호계의 개요와 알려진 공격법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기호는 부분 [1-2]를 

참조하 다.

2.1 RSA 암호계의 개요

RSA 암호계는 두 개의 키를 사용한다. 여기서 키

란 메시지를 열고 잠그는 상수(constant)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많은 공개키 알고리즘의 공개키(public 

key)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으며 메시지를 암호화

(encrypt)하는데 쓰이며, 암호화된 메시지는 개인키

(private key)를 가진 자만이 복호화(decrypt)하여 열

어볼 수 있다. 하지만 RSA 공개키 알고리즘은 이러

한 제약조건이 없다. 즉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공개키

로 복호화할 수도 있다. 

  A라는 사람(Alice)이 B라는 사람(Bob)에게 메시지 

M을 하고자 할 때 A는 B의 열린 자물쇠를 들고 

와 그의 메시지 M을 인(공개키 암호화 과정에 해

당)하고, 그런 다음 B에게 해 주면, 자물쇠의 열쇠

(개인키에 해당)를 가지고 있는 B가 그 메시지 M을 

열어보는(개인키 복호화 과정에 해당) 방법이다. 그

지만 간에 그 메시지를 가로채는 사람

(eavesdropper)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메

시지 M을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든 암호계이다.

 

그림 1. RSA 암호계의 개념도
Fig. 1 The concept of RSA cryptosystem 

즉, Alice 와 Bob 이 유무선으로 주고받는 메시지 

M은 언제든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주

고 받는 내용을 도청 는 해킹을 통하여 메시지 M

을 알아내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덫(trapdoor)을 설치해서, 비 키를 알고 

있는Alice 와 Bob만이 알 수 있고 도청자

(eavesdropper)는 알 수 없도록 만든 암호계이다.

∙ RSA 암호계의 덫은 자연수의 소인수분해가 어렵

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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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키의 생성

A와 B가 보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서

로 비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다고 가정하자. A가 B

에게 메시지를 달하기 해서는 B의 공개키가 필요

하다. B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그만의 공개키와 개

인키를 제작한다. 

1) 두 개의 서로 다른 큰(이상) 소수(prime 

number)   와   를 선택한다. 

2) 두 수의 곱   를 계산한다.    

3)     을 계산한다. 단, 는 

Eulerd의 totient 함수이다. 

4)       gcd     인 정수 
를 찾는다.

5) 확장된 유클리드 호제법을 이용하여 

≡  mod 인 정수 를 구한다.
6) B의 공개키는    , 개인키는   

이다. B는   만을 A에게 공개하고, A는 

이 공개키를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암호화

하게 된다. 

2.3 암호화

A가 M이란 메시지를 B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자. 

일단 A는 이 M을 보다 작은 수 으로 변환한다. 

이 변환법(padding scheme)은 B에게도 미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를 들면, 메시지를 토막내어 하나의 

메시지가 일정 수의 비트를 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보안을 해 더욱 복잡한 

변환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A는 B의 공개키 

  를 획득하고, 다음과 같이 를 계산한다. 

 ≡  mod  . (1)

그리고 이 를 B에게 보낸다. 

Alice   --------------------->  Bob

 ≡  mod -----------> 

그림 2. 암호문의 송
Fig. 2 The transmission of encrypted message

2.4 복호화

B는 A에게서 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에서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을 복원한다. 

≡≡

≡ ≡×≡ mod 
(2) 

왜냐하면 ≡  mod   이므로 

   이기 때문이다. 

2.5 RSA 암호계의 안 성 

을 공개하지만  도청자가    (400자리정도)의 

소인수   와 를 알지 못하면

     (3)

의 값을 구하기는 재의 컴퓨터로서는 거의 불가

능하다. 따라서 일차합동식≡  mod 을 만
족하는 비 키 의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는 것

이다.    

2.6 RSA 암호계에 한 알려진 공격법

이 에서는 지 까지 알려진 RSA 암호계에 한 

공격법 에서 [9]를 참조하여 요한 이론 몇 가지를 

요약하기로 한다. 

∙Coppersmith의 공격법

Coppersmith[10]의 정리를 용하여, 공격자

(attacker)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평문을 암호화하

여 RSA 암호계에 한 선택  평문 공격을 완

료한 다음, 도청한 암호문과의 동등성을 검증하

는 공격법이다.

∙ 국인의 나머지 정리(Chinese Remainder 

Theorem) 공격법

Open SSL, Java, NET 등의 다양한 암호화 장함

수에 하여 국인의 나머지정리를 기반으로 하는 

서명과 복호법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방법이다.

∙인수분해 공격법

RSA암호계의 덫인 공개키   을 두 소인수 

  와 로 인수분해하는 공격법으로, 성공한다면 

RSA 암호계를 완 하게 깨트리는 가장 결정

인 공격법이다. 따라서 정수를 소인수분해하는 

다양한 수학 인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거꾸로 

이 공격법을 방어하기 한 수의 임의생성 기법

[11]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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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분석(side-channel analysis)  공격법 

자료처리기(processor) 에서는 로그램의 지시 

흐름에서 조건부 가지(branch)의 선택여부를 결

정하는 가지 상자(branch predictor)를 결정한

다. 이러한 가지 상자 등을 이용하여 부분 으

로 암호계를 분석하는 공격법이다[12].

이 에서 Coppersmith의 공격법, 국인의 나머지 

정리 공격법, 부채  분석 공격법 등은 부분  는 

확률  공격법이고 인수분해 공격법은 결정  공격법

이다. 인수분해 공격법은 기존(classical)의 컴퓨터상

에서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400자리 정수를 

200자리의 두 소수로 인수분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0만년 이상 걸리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2]. 그런데 

재 개발 인 양자(quantum)컴퓨터상에서 그에 맞

도록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기 이상으로 빠

른 시간에 정수의 소인수분해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양자컴퓨터를 완 하게 상용화하는 데에는 앞

으로 30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견되고 있다[13].

III. 복소 이차체 류 반군의 구조
  

  이 장에서는 복소 이차체 류 반군에 기반하는 새

로운 인수분해 공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복소 이차체 비-최  류반군의 구축

복소 이차체 order의 기호는 [14]를 따르고  최  

order와 비최  order의 계는 [15]를 참고하기로 한

다.   을 제곱인수가 없는 정수라 할 때, 


, 단, ≡ mod  이면    

≡ mod  이면     이라고 한다면, =ℚ
( )은 별식이 인 복소 이차체가 되며 의 

최  order를 라고 하자. 이제 ∈에 하여 

[]=ℤ+ℤ로 정의하고, ∈에 하여 

′ 를 각각 의 공액복소수, 노름, 트
이스로 정의하고, 한 안에서    로 

놓으면, 별식이   
인 order는 =[1, ] 

이고 이때      이며 를 의 conductor 

라부며,   이면 order =[1, ]를 비최  

order이라고 부른다. 비 최  order 의 임의의 이

데알은  ,   , ∈ℤ, 

      이고 이다. 한 의 

두 이데알 가 ∈에 하여   이
면 ‘동치’ 라고 정의하고 기호로는 ∼로 표기하고, 

이데알 의 동치류를 로 표기한다. 를 의 

0이 아닌 분수 이데알, 를 의 0이 아닌 주 

이데알(principal ideal)이라 할 때, 

  를 복소 이차체   는 비

최  order 의 류 반군(class semigroup)이라고 정

의한다.

3.2 류 반군 의 구조

Zanard 등[6]은  수체의 한 order의 류 반군의 구

조를 설명하 다. 특히, order가 이차인 경우에는 류 

반군 는 Clifford 반군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수  구조에 한 다음의 동치 명제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 다.

(C1) Clifford 반군 에 속하는 모든 원소 

는 의 한 군 에 속한다.

(C2) 에 속하는 모든 원소 는 정규

(regular)이다, 즉 의 원소   가 존재하여 

    (그러한 를 von Neumann regular라고 

한다) ,

(C3)    는  군 들의 semilattice이다. 

의 동치명제 에서 우리 논문에 요한 내용은 

(C3)의  는  군 들의 semilattice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1)  는 군 들의 서로 소인 합집합으로 

표 된다. 단, ∈ , 는 semilattice이다.

2) ∈ 가  안에 주어진 부분 순서 계 

 ≤ 가 있으면 bonding 동형사상

(homomorphism)    →  가 존재한

다.

이때, order 의 0 아닌 이데알   에 하여, 

  ∈  이 성립하는 이데알 의 동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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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dempotent라고 부르거나 이데알 를 

idempotent라고 부르며, semilattice 은  

의 모든 idempotent 들로 구성된다. 

정리 1. ([6], Proposition 13)

 의 모든 idempotent는 에 하여 

  형태인 이데알의 동치류 
이다.

정리 2.([6], CLAIM 참조) 임의의 이차 order   

의 모든 이데알은   인 형태로 표 된다. 

단, ∈ℤ,≤  는 이데알 

에 포함되는 최소 자연수이다. 한 부분군 

     가 -이데알이 될 필요충분조건은 

   이다.

그러면 는 의 유일한 약수 와 일 일 응을 

하며,   의 idempotent는 부분군 들과 일

일 응을 하게 된다. 만일   가  의 한 

idempotent 원소일 때 응하는 부분군은 다음과 같

다.

  = {  ∊   |   이고     , 

 ∊   } (4)

따라서  는  군 들로 분할된다. 그러므

로 최  order 와 =   , 단  , 는 

idempotent이다. 한  의 부분군 은 
의 모든 가역 이데알의 집합이므로 Picard 군이며, 

나머지 부분군의 원소는 모두 비가역(non-invertible) 

이데알의 동치류이다.  지 , 본 논문의 개의 필요

에 따라 임의의 -이데알   에 하여 

gcd  gcd  (5)

로 정의한다. 

이제,  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기로 한

다. Gauss[4]의 설명을 이용하여 이들의 사실을 이해

하거나 증명하는데 다음의 표기법이 필요하다.

 양의 definite 이차형식    

을 간단하게 로 표기하고,      이면 

는 의 근이고 상부반평면의 으로 간주한다. 

정리 3. 가 conductor 의 약수이면 idempotent 

     이다. 

(증명) 이차형식 =  의 별식이 

이고   라 하자. 그러면 과 는 모두 짝수

이든지 는 모두 홀수(same parity)이므로  

∊ ℤ이다. 따라서        이다.  

정리 4. 두 -이데알  가 모두 별식이 이

고 gcd    gcd  이라면, 
 gcd   이다.
(증명) 두 이차형식 와 는 각각 이데

알  에 응하는 양의 definite이고 별식이 모두 

이라고 하자. 한   gcd, 
  gcd  라고 할 때,  =


 , 

=


으로 정의하자. 그러면 

    일 때, 과 은 원시 이

데알이고 별식은 각각 
, 

이다. 따라서 

  gcd  로 놓으면 Gauss[6, art.236]에 의해
서 과 의 직 인 곱(direct 

composition) 의 별식은 가 된다. 그러

면    로 놓으면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가 된다. 따라서 을 와 

의 직 인 곱이라 하면 

gcd      (6)

이다. 

이러한 사실과 동치조건 (C3)에서,  의 구

조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정리 5. 류 반군   =




  , 단 ,  ,

는 gcd()=인 모든 -이데알 를 포함하는 집합

이고 서로 소이다. 단,  {
∈∼이고 

∈가 존재하여 ∼}이다.

그림 3. 류 반군  의 구조

Fig. 3 The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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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복소 이차체 류 반군에 기반한 새로운 
공격법 

이장에서는 RSA 암호계에 한 결정  공격법인 

복소 이차체 류 반군에 기반하는 새로운 인수분해 공

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제안하는 RSA 에 한 공격법

RSA 암호계에 한 결정  공격법은 덫인 

를 소인수분해하거나 의 소인수  는 를 찾는 것

이다. 큰 정수의 소인수분해법에 한 방법은 잘 알려

져 있으며 끊임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

리가 제안하는 공격법은 을 소인수분해하지 않고 

이제 복소 이차에의 류 반군의 구조와 bonding 동

형사상의 성질에 기반하여 직  의 소인수  는 

를 찾는 방법이다. 이제 제안하는 공격법의 알고리즘

에 필요한 몇 가지 정리들을 인용하기로 한다.

  먼 , 정리 5에서 제시한 Clifford 반군 

  의 서로 소인 부분군 들 사이에서 주어

지는 bonding 동형사상에 의해서 도출되는 Zanardo 

등[6]의 정리를 소개하고  부분군 에 속하는 원소

(동치류)들 간의 요한 계를 인용하기로 한다.

정리 6. ([6], Proposition 16, 17] 참조) 가 

conductor 의 약수일 때,     는 idempotent

이고, 를  ∊  인 -이데알이라 하자. 그러면 

가역 이데알 ∊이 존재하여 ∼이다. 

  

따라서 정리 6에 의하면 Clifford 반군  의 

모든 bonding 동형사상은 사(surjective)이다. 

정리 7. ([16], Proposition 2.3)비최  order 

의 두 이데알    와    에 하

여   ∈일 필요충분조건은 
gcd  gcd  (8)

이다.

정리 8.  conductor 가 인 order   의 류 반군 

  에는 모든 에 하여 gcd   인 
idempotent 이데알 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증명) 정리 1과 정리 3에 의해서 자명하다.

따름정리 9. 가 소수, conductor     일 때, 

gcd     는 인 idempotent 이데알 가 

에 존재하며, 부분군 의 임의의 비가역 

이데알 에 하여 gcd   gcd    이다. 
(증명) 정리 5과 정리 7과 정리 8에서 의해서 자명

하다. 

그러면 정리 5와 따름정리 9에 의하여 

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류 반군 의 구조

 Fig. 4 The structure of 

4.2 결정  공격 알고리즘

이 에서는 인수분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RSA 

암호계의 공개키이면서 덫인   의 소인수 

는 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기로 한다.

Algorithm

Step 1. 별식 <0 가 아주 작은 이차체 

=ℚ( )을 선택한다. 
Step 2. conductor   인 비최  order 

 ℤ[]를 구축한다. 단,   
Step 3. 복소 이차 order 의 류 반군

의 구조를 구성한다.

Step 4. 의 가역 이데알의 bonding    

 동형사상   는 의 이미지인 

  는 의 비가역 이데알 를 구한

다.

Step 5. gcd를 구한다.
의 Algorithm의 타당성을 다음 정리에서 증명한다.

정리 10. 의 Algorithm을 실행하면   의 

소인수  는 를 구하게 된다.

(증명)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등 정수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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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비가역 이데알의 특징은 소(prime) 이데알들

의 곱으로 유일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며, 그러한 

비 가역 이데알은 수체에 무한히 많이 있다[14]. 따라

서 모든 비 최  order 의 류반군   에는 

무수히 많은 비가역 이데알이 존재한다. 정리 8에 의

해서 gcd     는gcd   인 의 
idempotent 이데알 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Algorithm의 Step 4에서 구한    는 의 비 가

역 이데알 는 따름정리 9에 의하여 ∈인 경우
에는 gcd   , ∈인 경우에는 gcd  
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든 공개키 의 소인수인 

는 를 구하게 된다.

4.3 의 비가역 이데알의 구축 시

Algorithm과 정리 10에서 알 수 있듯이, 류 반군 

의 비가역 이데알을 찾는 일이 매우 요하

다. 이제, 복소 이차체 ℚ[ ]에서 류 반군 

의 비가역 이데알을 찾는 구체 인 를 알

아보기로 한다. 의 최  order는 ℤ[ ], 

conductor 인 비최  order는  ℤ[], 단, 

   , 는 정도의 소수이다. 그러면 정리 

1에 의해서 의 idempotent는 
  와  , 

   2개뿐이므로 정리 5에 의해서 

∪  이다. 이제 ≠{
}임을 보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부분군 는 항등원 
  이외의 동치

류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한  bonding 동형

사상   →  가 존재하여  
    

≠  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므로   

는 가역(invertible) 이데알이다. 따라서 ∈이고 
≁임을 보이면 된다. 귀류법을 용하여, 만일 

  ∈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  (9)

그러므로

 ′ (10)

식 (10)에 의해서 

     (11)

따라서 


는 ∩ℚ이므로   .

따라서 모두는 0이 아닌 정수 ∈ℤ가 존재하여

등식      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등식    의 양변에 

mod 를 취하면 ≡ mod   가 되지만, 5를 법
(modulo)으로 2는 제곱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idempotent 와 동치가 아닌 비가역 이데알 가 존

재하며 정리 7에 의해서 

gcd   gcd    (12)

이므로 원하는 소수 를 찾게 된다. 

그림 5. 류 반군  의 구조

Fig. 5 The structure of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소 이차체의 비최  order의 류 

반군의 구조를 분석하 다. 그 후, 류 반군에 속하는 

비가역 이데알 의 성질을 이용하여 큰 정수를 인수분

해를 하지 않고 그의 소인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

성하 다, 한 그 알고리즘을 용하여 RSA 암호계

의 덫인 공개키 를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그의 

소인수   는 를 구하는 결정  공격법을 제안하

으며 공격법의 핵심인 비가역을 구하는 를 들었

다. 개발 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어 큰 수의 인

수분해 실행 속도가 격하게 빨라지기 까지는 

RSA 암호계는 계속 사용될 것이다. 제안하는 결정  

공격법에 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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