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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호 인증 메커니즘을 구 하라.

암호 제조기 이니그마

암호 방식 는 암호 차는 암호를 만드는 규칙이다. 열쇠는 매번 변경되는 요

소로, 암호 장치가 암호화 작업을 진행할 비를 갖출 때 필요한 조건이다. 열쇠

표 는 암호표는 일정한 기간 유효한 열쇠를 모아놓은 것이다. 암호 장치란, 암
호화 작업에 쓰이는 툴을 일컫는 말로, 표 인 계가 암호 제조기다. 이 까지 

Coding machine이라 칭했다. 지표 그룹(Identification group)은 암호문에서 사용할 열

쇠를 식별하는 데 쓰인다.

- Encrypting Instructions for the Enigma Machine



핵심 포인트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비 칭 키 암호화가 내포한 단 인 암호 키 분배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이 장에서는 재 자상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을 다룬다.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공인 인증서를 비롯한 다양한 암호 응용 로그램

에서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후에 다룰 암호화 통신을 해서도 기반 

알고리즘으로 알아둬야 한다. 칭 키 암호 알고리즘과 달리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구 의 복잡성  수학 인 증명의 어려움으로 RSA 
알고리즘 외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과 표 인 공개 키 알고리즘인 

RSA의 기본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다양한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의 응용 분

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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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의 개요

비  키 암호를 사용하면 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안 하게 통신할 수 있지만 

암호화 ․ 복호화에서 사용하는 비  키를 안 하게 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는 문

제가 있다. 일반 으로 비  키를 달할 수 있는 안 한 경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

리 공유한 비  키가 없다면, 비  키 암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  키 암호는 특정 단체나 기업과 같이 폐쇄 인 사용자들의 집단에서는 사용이 용

이하지만, 비  키를 안 하게 달할 수 있는 채 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인터

넷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에서 한 번도 오 라인으로 한 일이 없는 사용자들 간에 이용하

는 데는 부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 키 암호(PKC, Public Key Cryptosystem) 기법이

다. 비  키 암호와 달리 수학 인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  최근인 1970년 에 들어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많은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공개 키 암호의 기

반 개념은 1976년 미국 스탠포드 학교의 Diffie와 Hellman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서로 연

이 있는 두 키를 각각 암호화와 복호화에 이용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다.

❶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

비  키 암호에서는 송수신측이 비  키 하나를 공유하지만, 공개 키 암호에서는 각 사람마

다 한 의 키를 가지고 암호화 ․ 복호화에 이용한다. [그림 9-1]에서 공개 키 암호의 개념을 

표 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그림 9-1]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의 개념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용되는 두 가지 키  하나인 e는 암호화를 해서 사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공개 키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d는 복호화를 해서 사용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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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만이 비 로 간직한다. 이 두 키는 수학 인 특성을 이용해서 함께 생성되는 것으로 d에

서 e를 알아내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며, 공개 키 e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메시지를 비

 키 d를 이용해서 복호화 해서 원본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공개 키 암호를 이용해서 송수신하는 과정을 [그림 9-1]에서 보여 다. 송신자 A는 평문 P를 

암호화 키 e로 암호화한 후 생성된 암호문을 수신자에게 송한다. 수신자는 이미 사 에 복

호화 키 d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수신한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평문을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복호화 키는 수신자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송하는 통신 채 이 보

안 채 이 아니더라도 통신이 가능하다.

공개 키 암호 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978년 미국 MIT 학의 Riverst, Adleman 그리고 

Shamir가 개발한 것으로 세 사람의 머리 자를 따서 RSA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한 의 키를 통해서 작동하는 암호화 함수 E와 복호화 함수 D를 설계하여 

Diffie와 Hellman이 제안한 공개 키 암호의 개념을 구체 으로 구 했으며 이들이 개발한 

RSA는 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 되었다.

❷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공개 키 암호 알

고리즘이 수학 인 특성을 이용해서 생성되었다는 이유에 기인한다. 

특성 1)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원래의 평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무 당연한 특성이지만, 암호문을 복호화해서 원래의 평문을 얻을 수 없으면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다. 이러한 특성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 할 수 있다.

P = Decrypt(Encrypt(P)), where P: PlainText

특성 2) 암호화 함수 Encrypt는 구나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암호화를 해서 사용하는 함수 Encrypt는 공개 키를 이용하며, 이 공개 키는 구에게나 공

개되어 있다. 따라서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하기 한 Encrypt( ) 

함수를 수행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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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3) 복호화 함수 Decrypt는 제한 으로 계산된다

복호화를 해서는 비  키 e를 이용하며, 이는 수신자만 알고 있는 키다. 공개 키 암호 알고

리즘은 복호화 키를 모를 경우 해당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없어야 한다.

특성 4) 공개 키에서 비  키를 유도할 수 없다

공개 키(암호화 키)와 비  키(복호화 키)는 수학  특성에 의해서 함께 생성되며, 이미 생성

된 후에 공개 키를 이용해서 비  키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한다.

특성 5) 사용자의 신분과 공개 키를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한 후 송한 상이 법한 상 인지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 사용자의 신분(Identity)을 보장하고 공개 키와 비  키를 생성, 배포 리

할 수 있는 공개 키 기반 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들을 만족하기 하여 공개 키 암호는 수학 으로 어려운 수학의 특성을 기반

으로 하게 된다. 표 으로 합성수의 소인수 분해 문제를 이용한 RSA 암호가 있으며, 재 

가장 리 이용하고 있다. 합성수의 소인수 분해는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비  키를 모

른 상태에서 해독하려면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RSA 암호의 기반이 되는 합성수의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해서 비  

키를 알아낼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더라도 안 하다고 볼 수 없다. 1999년 2

월에 140자리의 RSA 합성수를 인수 분해했고, 1999년 8월에는 155자리의 RSA 합성수를 인

수 분해했다. 따라서 좀더 안 하게 이용하려면 합성수의 길이를 좀더 크게 하여 공개 키 암

호를 이용해야 한다.

RSA가 표 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다른 수학 인 특성에 기반한 알고리즘들을 연구하고 있

다. 이러한 것들로 유한체의 이산 수 문제를 바탕으로 한 ElGamal 암호, Diffie-Hellman, 

타원 곡선의 이산 수 문제를 이용한 타원 곡선 암호(ECC, Elliptic Curve Cryptosystem), 그 

외에 매듭 이론을 이용한 Braid-group Cryptosystem 등이 있다.

머리가 아 오는 독자가 있다면 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러한 문제들은 암호 학자들에

게 맡겨두고 우선 가장 리 알려진 RSA를 잘 알아두면 된다. 나 에 학습할 때 낯설지 않

게 이름을 기억해두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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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RSA 알고리즘

RSA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정수론의 기반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의 주 목 은 이를 응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수학 인 이론은 필요할 때 독자들이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직 으로 알고리즘을 이해해보자.

RSA 알고리즘은 소인수 분해(Prime Factorization)의 어려움에 기반을 두어 개발되었으므로, 이 

알고리즘의 안 성은 으로 큰 수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먼  소인

수 분해 문제를 살펴보자.

❶ 소인수 분해 문제

소인수 분해는 수학의 가장 오래된 분야인 정수론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제  하나로 수학

인 정의를 좀더 쉽게 표 해서 말하자면, 한 정수를 두 정수의 곱으로 표 하는 방법을 찾아

내는 문제다. 소인수 분해를 수행하기 한 정수 하나를 합성수(Composite)라고 하며, 이를 

두 정수의 곱으로 표 할 때 이 두 정수를 인수라고 한다. 이때 두 정수의 은 반드시 하나

만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이 RSA 알고리즘의 기본이다.

소인수 분해 문제가 요한 이유는 작은 합성수의 소인수 분해는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큰 

수에 한 소인수 분해는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단한 경우와 같이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분 매우 효율 인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많은 컴퓨터를 병렬 처리하여 값을 얻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게 매우 큰 합성수의 소인수 분해를 한 알고리즘으로는 이차 선별법(Quadratic sieve 

method), 타원 곡선법(Elliptic curve algorithm), 수체 선별법(Number field sieve) 등이 있다. 

일단은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한 정도의 기반 지식으로 기억해두고 추후에 심도 있게 암호

를 연구하고 싶다면 추가로 학습하기 바란다.

사실 필자도 이런 수학 인 알고리즘에 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다. 여하튼 매우 큰 합성

수의 소인수 분해가 일반 으로 매우 어렵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RSA라고 기

억해두고 이제 RSA의 암호화 ․ 복호화 과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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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RSA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

RS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 복호화를 수행하려면 먼  모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방

법을 통해서 공개 키 ke = {n, e}와 개인 키 kd = {d}를 생성해야 한다. 이 과정을 키 생성 

알고리즘이라고 하며, 실제로는 공개 키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서 수행한다.

￭ 키 생성 알고리즘

➀ 1단계 : 두 개의 큰 소수 p와 q를 선정하고 n = p * q와 phi(n)을 계산한다.

➁ 2단계 : 공개 키 e는 phi(n) = (p-1) * (q-1)과 서로 소의 계가 되게 임의로 선정한다.

➂ 3단계 : e * d mod phi(n) = 1의 계에 있는 개인 키 d를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통해 구

한다.

➃ 4단계 : { e, n }을 공개키로 공개하고, { d }를 개인 키로 자신이 안 하게 보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한 두 키는 RSA의 암호화 ․ 복호화에 이용된다.

먼  송신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을 수신자의 공개 키 {e, n}을 취득한다. 이 경우 공개 

키는 일반 으로 수신자가 공개 키 기반 서비스를 받는 서버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며, 취득한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할 평문 m을 암호화하여 생성한 암호문 c를 수신자에게 송한다.

c = Eke(m) = me mod n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낸 암호문 c를 자신의 개인키 {d}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

호화하여 원문을 얻어낼 수 있다.

M = Dke(c) = cd mod n = (me)d mod n

❸ RSA의 처리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만 보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독자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처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간단한 를 통해

서 다시 설명하겠다. 여기서 사용하는 는 알고리즘 설명이 목 이므로 무 큰 기 (?)는 

하지 말자.

먼  RSA 키를 생성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다. 이를 해서 가장 먼  두 소수를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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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개 키 암호 로그래 과 응용

다. 선택한 두 소수 P = 11, q = 13이라고 가정하고 n = p * q를 구하면, n = 143이 된다. 

이를 이용해서 phi(n)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Phi(n) = (p - 1) * (q - 1) = (11 - 1) * (13 -  1) = 120

이제 e가 phi(n) = 120에 서로소가 되도록 수 e를 선택하면 e = 7 이 된다.

이제 다음 단계로 (d) * (e) = 1 mod phi(n)과 같은 d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d) * (7) = 1 

mod 120 그리고 d는 120보다 작아야 하므로 d = 103이 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생성한 비  키는 {103, 143}이며, 공개 키는 {7, 143}이 된다.

이 게 생성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하려면 앞에서 본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

암호문: c = Eke(m) = me mod n

평문: m = Dke(c) = cd mod n = (me)d mod n

메시지 “9”를 보내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이 공식에 입해서 암호문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암호문: (9)7 mod 143 = 48

수신자는 암호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복호화 공식에 입하여 평문을 구할 수 있다.

평문: (48)103 mod 143 = 9

Crypto 라이 러리에서는 RSA 알고리즘 련 API를 제공하며, openssl/rsa.h에서 해당 API

들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API는 RSA로 암호화하기 해 공개 키(public key)와 개인 

키(private key)를 생성하는 기능, RSA 공개 키를 이용한 암호화, 비  키를 이용한 복호화 등

을 기본 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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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RSA 련 API 함수

Crypto 라이 러리에 구 되어 있는 RSA 알고리즘은 동작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기 

하여 RSA라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다. RSA 구조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API

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매개 변수로 함께 이용이 된다. 먼  RSA 구조체를 살펴보자.

struct rsa_st

{

    int pad;

    long version;

    const RSA_METHOD *meth;   /* RSA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정의한다. */

    ENGINE *engine;     /* 처리를 해 사용하는 함수를 지정한다. */

    /* 연산을 해서 사용하는 키 값들을 정의한다. */

    BIGNUM *n;

    BIGNUM *e;

    BIGNUM *d;

    BIGNUM *p;

    BIGNUM *q;

    BIGNUM *dmp1;

    BIGNUM *dmq1;

    BIGNUM *iqmp;

    CRYPTO_EX_DATA ex_data;

    int references;

    int flags;

    BN_MONT_CTX *_method_mod_n;

    BN_MONT_CTX *_method_mod_p;

    BN_MONT_CTX *_method_mod_q;

    char *bignum_data;

    BN_BLINDING *blinding;

};

이 구조체의 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BIGNUM이라는 구조체를 유심히 보자. RSA는 알고리

즘의 구  과정에서 임의의 큰 정수를 이용해서 소수(Prime Number)를 만들어내고 키를 생성

한다. 이를 해서 이용하는 큰 정수를 리하려고 정의한 오 젝트(object)가 BIGNUM이며, 

openssl/bn.h에 이 형식을 찾을 수 있다. 키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정의한 함

수들을 활용한다. BIGNUM을 처리하기 해서 정의되어 있는 API 함수들은 상당히 종류가 

많으나 실제로 함수의 이름을 보면 기능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를 보면서 사용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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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기능을 심으로 살펴보자. RSA 알고리즘과 련하여 Crypto 라이 러리에서 제공하

는 API 함수들은 다음과 같다.

✓ RSA *RSA_new(void);

✓ RSA *RSA_new_method(ENGINE *engine);

✓ int RSA_size(const RSA *);

✓ RSA *RSA_generate_key(int bits, unsigned long e, 

                          void (*callback)(int,int,void *), void *cb_arg);

✓ int RSA_check_key(const RSA *);

✓ int RSA_public_encrypt(int flen, const unsigned char *from, 

                          unsigned char *to, RSA *rsa, int padding);

✓ int RSA_private_encrypt(int flen, const unsigned char *from,

                          unsigned char *to, RSA *rsa, int padding);

✓ int RSA_public_decrypt(int flen, const unsigned char *from,

                          unsigned char *to, RSA *rsa, int padding);

✓ int RSA_private_decrypt(int flen, const unsigned char *from,

                          unsigned char *to, RSA *rsa, int padding);

✓ void RSA_free(RSA *r);

RSA를 수행하려면 먼  RSA_new( ) 함수를 이용해서 기화를 수행해야 하며, 기화와 함

께 생성된 RSA 오 젝트는 처리 완료 후 RSA_free( ) 함수를 호출할 때까지 유지되어 처리

되는  과정에 한 정보를 장하게 된다. 

RSA_new_method( ), RSA_size( ) 함수는 설정된 RSA Context에 실제로 수행하는 Method와 

키의 길이를 지정하기 해서 사용한다. 암호화 ․ 복호화를 수행하기 해서는 먼  두 키를 생

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RSA_generate_key( ) 함수를 이용한다. 생성된 키는 RSA_check_key(

) 함수를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다.

생성된 키를 이용한 실제 암호화 ․ 복호화는 RSA_public_encrypt( ), RSA_private_encrypt( ), 

RSA_public_decrypt( ), RSA_private_decrypt( )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❷ RSA 키의 생성

RSA_new_method( ), RSA_size( )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기화를 완료한 후 공개 키와 개인 

키 을 생성하는 데는 RSA_generate_key( ) 함수를 사용한다. 이 함수를 이용하기 해서 지

정해야 하는 매개 변수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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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s: 생성하려는 키의 크기를 비트 단 로 지정한다. 이 값은 16의 배수로 설정해야 하며, 

최소한 1024 이상인 값을 지정해야 한다. 통상 으로 2048을 값으로 지정한다. 

✓ exp: 키를 생성하기 한 지수(exponent) 값을 지정한다. 통상 으로 3, 17 는 65537을 

지정하며, 이 값은 RSA 오 젝트에 장되어 암호화 ․ 복호화 과정에도 이용된다.

✓ cb: 콜백(Callback) 함수를 지정하는 데 사용한다.

✓ cb_arg: 콜백 함수에 달하기 한 매개 변수

만일 n비트 길이인 키를 생성하려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로그램할 수 있다.

#include <openssl/bn.h>

/* RSA 공개 키를 한 구조체 정의 */

typedef struct {

    BIGNUM *n;

    unsigned long e;

} RSA_PUBKEY;

/* RSA 개인 키를 한 구조체 정의 */

typedef struct {

    BIGNUM *n;

    BIGNUM *d;

    BIGNUM *p;

    BIGNUM *q;

    BIGNUM *dP, *dQ, *qInv;

} RSA_PRIVATE;

void generate_keypair_from_primes(BIGNUM *p, BIGNUM *q,

      unsigned long e, RSA_PUBKEY *pub, RSA_PRIVATE *priv)

{

    BN_CTX *x = BN_CTX_new(); /* BN 컨텍스트 기화 */

    BIGNUM p_minus_1, q_minux_1, one, tmp, bn_e;

    /* 공개 키와 개인 키를 한 구조체를 기화 */

    pub->n = priv->n = BN_new();

    priv->n = BN_new();

    pub->e = e;

    priv->p = p;

    priv->q = q;



2부. 데이터 송 보호를 한 암호화 기법

260

    /* 처리를 해 사용할 BN 변수를 기화 함 */

    BN_mul(pub->n, p, q, x);

    BN_init(&p_minus_1);

    BN_init(&q_minus_1);

    BN_init(&one);

    BN_init(&tmp);

    BN_init(&bn_e);

    /* RSA 키 생성 알고리즘에 의한 키의 생성 */

    BN_set_word(&bn_e, e);

    BN_one(&one);

    BN_sub(&p_minus_1, p, &one);

    BN_sub(&q_minus_1, q, &one);

    BN_mul(&tmp, &p_minus_1, &q_minus_1, x);

    BN_mod_inverse(priv->d, &bn_e, &tmp, x);

    priv->dP = BN_new();

    priv->dQ = BN_new();

    priv->qInv = BN_new();

    BN_mod(priv->dP, priv->d, &p_minus_1, x);

    BN_mod(priv->dQ, priv->d, &p_minus_1, x);

    BN_mod_inverse(priv->qInv, q, p, x);

}

의 제에서 키를 생성하기 해서 BN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사용했다. 이 함수들은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소수를 통해서 지정한 비트 길이의 큰 정수를 생성하고 조작하기 

해서 사용한다. BN을 조작하기 해서 가장 먼  하는 작업은 BN을 조작하는 과정에 정보

를 리하기 한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BN_CTX_new( ) 함수를 통해서 수행한다. 

이 함수는 특별한 인자가 없이 호출하며, 컨텍스트를 한 메모리를 할당하고 기화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BN_CTX_new( )를 통해서 정상 으로 기화된 컨텍스트는 사용이 완 히 

끝난 후 BN_CTX_free( ) 함수를 이용하여 해제해야 한다.

컨텍스트가 정상 으로 생성된 후, 해당 컨텍스트를 이용하여 수를 조작하기 한 BN 구조

체를 기화하는 작업이 수행되며, BN_init( ) 함수를 이용한다. 이 함수는 BN 구조체 변수를 

인자로 받아 기화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컨텍스트와 BN 구조체에 한 기화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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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BN_mul( ), BN_sub( ) 그리고 BN_mod( ) 같은 함수를 이용하여 정수에 한 조작을 

할 수 있다. 제에서는 RSA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한 사  작업으로 RSA 알고리즘을 

한 키의 생성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알고리즘과 함께 제를 살펴보면 쉽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❸ 공개 키를 이용한 암호화 ․ 복호화

RSA 알고리즘은 이 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함께 생성된 두 키(공개 키,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

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한다. 암호화에는 공개 키, 복호화에는 공개 키와 함께 생성된 개인 키를 

이용하는데, 이를 해서 앞에서 언 한 RSA_public_encrypt( ) 함수와 RSA_private_decrypt( ) 

함수를 이용한다.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RSA_public_encrypt( ) 함수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

은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int RSA_public_encrypt(int flen, const unsigned char *from,

                          unsigned char *to, RSA *rsa, int padding);

✓ flen: 암호화를 하기 한 평문(PlainText)의 길이

✓ from: 암호화를 한 평문의 포인터

✓ to: 암호화를 수행한 암호문(CipherText)을 장할 버퍼의 포인터

✓ rsa: 평문을 암호화하기 해서 사용하는 공개 키를 포함하는 RSA 오 젝트

✓ padding: 사용하려는 패딩의 유형

이들 매개 변수에서 padding의 유형으로는 RSA_PKCS1_PADDING, RSA_PKCS1_OAEP_

PADDING, RSA_SSLV23_PADDING, RSA_NO_PADDING이 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암호문은 사용한 RSA 오 젝트에 장된 공개 키와 함께 생성

된 개인 키를 이용해서만 복호화할 수 있다. 이제 복호화에 사용하는 RSA_private_decrypt( ) 

함수의 매개 변수를 살펴보자.

int RSA_private_decrypt(int flen, const unsigned char *from,

                          unsigned char *to, RSA *rsa, int padding);

✓ flen: 복호화를 하기 한 암호문(CipherText)의 길이

✓ from: 복호화하려는 암호문이 장된 버퍼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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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복호화한 평문(PlainText)을 장할 버퍼의 포인터

✓ rsa: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개인 키를 포함하는 RSA 오 젝트

✓ padding: 사용하려는 패딩의 유형

이제 기본 인 함수들을 이용해서 개발한 제를 분석해보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자. 다음은 crypto 라이 러리와 함께 제공되는 rsa 구  제다.

/* test vectors from p1ovect1.txt */

#include <stdio.h>

#include <string.h>

#include "e_os.h"

#include <openssl/crypto.h>

#include <openssl/err.h>

#include <openssl/rand.h>

#ifdef OPENSSL_NO_RSA

int main(int argc, char *argv[])

{

    printf("No RSA support\n");

    return(0);

}

#else

#include <openssl/rsa.h>

/* 키를 설정하기 해서 이용하는 매크로를 정의한다. */

#define SetKey \

key->n = BN_bin2bn(n, sizeof(n)-1, key->n); \

key->e = BN_bin2bn(e, sizeof(e)-1, key->e); \

key->d = BN_bin2bn(d, sizeof(d)-1, key->d); \

key->p = BN_bin2bn(p, sizeof(p)-1, key->p); \

key->q = BN_bin2bn(q, sizeof(q)-1, key->q); \

key->dmp1 = BN_bin2bn(dmp1, sizeof(dmp1)-1, key->dmp1); \

key->dmq1 = BN_bin2bn(dmq1, sizeof(dmq1)-1, key->dmq1); \

key->iqmp = BN_bin2bn(iqmp, sizeof(iqmp)-1, key->iqmp); \

memcpy(c, ctext_ex, sizeof(ctext_ex) - 1); \

return (sizeof(ctext_e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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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키를 설정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들이다. */

static int key1(RSA *key, unsigned char *c)

{

static unsigned char n[] =

"\x00\xAA\x36\xAB\xCE\x88\xAC\xFD\xFF\x55\x52\x3C\x7F\xC4\x52\x3F"

"\x90\xEF\xA0\x0D\xF3\x77\x4A\x25\x9F\x2E\x62\xB4\xC5\xD9\x9C\xB5"

"\xAD\xB3\x00\xA0\x28\x5E\x53\x01\x93\x0E\x0C\x70\xFB\x68\x76\x93"

"\x9C\xE6\x16\xCE\x62\x4A\x11\xE0\x08\x6D\x34\x1E\xBC\xAC\xA0\xA1"

"\xF5";

static unsigned char e[] = "\x11";

static unsigned char d[] =

"\x0A\x03\x37\x48\x62\x64\x87\x69\x5F\x5F\x30\xBC\x38\xB9\x8B\x44"

"\xC2\xCD\x2D\xFF\x43\x40\x98\xCD\x20\xD8\xA1\x38\xD0\x90\xBF\x64"

"\x79\x7C\x3F\xA7\xA2\xCD\xCB\x3C\xD1\xE0\xBD\xBA\x26\x54\xB4\xF9"

"\xDF\x8E\x8A\xE5\x9D\x73\x3D\x9F\x33\xB3\x01\x62\x4A\xFD\x1D\x51";

static unsigned char p[] =

"\x00\xD8\x40\xB4\x16\x66\xB4\x2E\x92\xEA\x0D\xA3\xB4\x32\x04\xB5"

"\xCF\xCE\x33\x52\x52\x4D\x04\x16\xA5\xA4\x41\xE7\x00\xAF\x46\x12"

"\x0D";

    

static unsigned char q[] =

"\x00\xC9\x7F\xB1\xF0\x27\xF4\x53\xF6\x34\x12\x33\xEA\xAA\xD1\xD9"

"\x35\x3F\x6C\x42\xD0\x88\x66\xB1\xD0\x5A\x0F\x20\x35\x02\x8B\x9D"

"\x89";

static unsigned char dmp1[] =

"\x59\x0B\x95\x72\xA2\xC2\xA9\xC4\x06\x05\x9D\xC2\xAB\x2F\x1D\xAF"

"\xEB\x7E\x8B\x4F\x10\xA7\x54\x9E\x8E\xED\xF5\xB4\xFC\xE0\x9E\x05";

static unsigned char dmq1[] =

"\x00\x8E\x3C\x05\x21\xFE\x15\xE0\xEA\x06\xA3\x6F\xF0\xF1\x0C\x99"

"\x52\xC3\x5B\x7A\x75\x14\xFD\x32\x38\xB8\x0A\xAD\x52\x98\x62\x8D"

"\x51";

static unsigned char iqmp[] =

"\x36\x3F\xF7\x18\x9D\xA8\xE9\x0B\x1D\x34\x1F\x71\xD0\x9B\x76\x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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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9\x43\xE1\x1D\x10\xB2\x4D\x24\x9F\x2D\xEA\xFE\xF8\x0C\x18\x26";

static unsigned char ctext_ex[] =

"\x1b\x8f\x05\xf9\xca\x1a\x79\x52\x6e\x53\xf3\xcc\x51\x4f\xdb\x89"

"\x2b\xfb\x91\x93\x23\x1e\x78\xb9\x92\xe6\x8d\x50\xa4\x80\xcb\x52"

"\x33\x89\x5c\x74\x95\x8d\x5d\x02\xab\x8c\x0f\xd0\x40\xeb\x58\x44"

"\xb0\x05\xc3\x9e\xd8\x27\x4a\x9d\xbf\xa8\x06\x71\x40\x94\x39\xd2";

SetKey; /* 에서 정의한 매크로가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

}

static int key2(RSA *key, unsigned char *c)

{

static unsigned char n[] =

"\x00\xA3\x07\x9A\x90\xDF\x0D\xFD\x72\xAC\x09\x0C\xCC\x2A\x78\xB8"

"\x74\x13\x13\x3E\x40\x75\x9C\x98\xFA\xF8\x20\x4F\x35\x8A\x0B\x26"

"\x3C\x67\x70\xE7\x83\xA9\x3B\x69\x71\xB7\x37\x79\xD2\x71\x7B\xE8"

"\x34\x77\xCF";

static unsigned char e[] = "\x3";

static unsigned char d[] =

"\x6C\xAF\xBC\x60\x94\xB3\xFE\x4C\x72\xB0\xB3\x32\xC6\xFB\x25\xA2"

"\xB7\x62\x29\x80\x4E\x68\x65\xFC\xA4\x5A\x74\xDF\x0F\x8F\xB8\x41"

"\x3B\x52\xC0\xD0\xE5\x3D\x9B\x59\x0F\xF1\x9B\xE7\x9F\x49\xDD\x21"

"\xE5\xEB";

static unsigned char p[] =

"\x00\xCF\x20\x35\x02\x8B\x9D\x86\x98\x40\xB4\x16\x66\xB4\x2E\x92"

"\xEA\x0D\xA3\xB4\x32\x04\xB5\xCF\xCE\x91";

static unsigned char q[] =

"\x00\xC9\x7F\xB1\xF0\x27\xF4\x53\xF6\x34\x12\x33\xEA\xAA\xD1\xD9"

"\x35\x3F\x6C\x42\xD0\x88\x66\xB1\xD0\x5F";

    

static unsigned char dmp1[] =

"\x00\x8A\x15\x78\xAC\x5D\x13\xAF\x10\x2B\x22\xB9\x99\xCD\x74\x61"

"\xF1\x5E\x6D\x22\xCC\x03\x23\xDF\xDF\x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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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unsigned char dmq1[] =

"\x00\x86\x55\x21\x4A\xC5\x4D\x8D\x4E\xCD\x61\x77\xF1\xC7\x36\x90"

"\xCE\x2A\x48\x2C\x8B\x05\x99\xCB\xE0\x3F";

static unsigned char iqmp[] =

"\x00\x83\xEF\xEF\xB8\xA9\xA4\x0D\x1D\xB6\xED\x98\xAD\x84\xED\x13"

"\x35\xDC\xC1\x08\xF3\x22\xD0\x57\xCF\x8D";

static unsigned char ctext_ex[] =

"\x14\xbd\xdd\x28\xc9\x83\x35\x19\x23\x80\xe8\xe5\x49\xb1\x58\x2a"

"\x8b\x40\xb4\x48\x6d\x03\xa6\xa5\x31\x1f\x1f\xd5\xf0\xa1\x80\xe4"

"\x17\x53\x03\x29\xa9\x34\x90\x74\xb1\x52\x13\x54\x29\x08\x24\x52"

"\x62\x51";

SetKey;

}

static int key3(RSA *key, unsigned char *c)

{

static unsigned char n[] =

"\x00\xBB\xF8\x2F\x09\x06\x82\xCE\x9C\x23\x38\xAC\x2B\x9D\xA8\x71"

"\xF7\x36\x8D\x07\xEE\xD4\x10\x43\xA4\x40\xD6\xB6\xF0\x74\x54\xF5"

"\x1F\xB8\xDF\xBA\xAF\x03\x5C\x02\xAB\x61\xEA\x48\xCE\xEB\x6F\xCD"

"\x48\x76\xED\x52\x0D\x60\xE1\xEC\x46\x19\x71\x9D\x8A\x5B\x8B\x80"

"\x7F\xAF\xB8\xE0\xA3\xDF\xC7\x37\x72\x3E\xE6\xB4\xB7\xD9\x3A\x25"

"\x84\xEE\x6A\x64\x9D\x06\x09\x53\x74\x88\x34\xB2\x45\x45\x98\x39"

"\x4E\xE0\xAA\xB1\x2D\x7B\x61\xA5\x1F\x52\x7A\x9A\x41\xF6\xC1\x68"

"\x7F\xE2\x53\x72\x98\xCA\x2A\x8F\x59\x46\xF8\xE5\xFD\x09\x1D\xBD"

"\xCB";

static unsigned char e[] = "\x11";

static unsigned char d[] =

"\x00\xA5\xDA\xFC\x53\x41\xFA\xF2\x89\xC4\xB9\x88\xDB\x30\xC1\xCD"

"\xF8\x3F\x31\x25\x1E\x06\x68\xB4\x27\x84\x81\x38\x01\x57\x96\x41"

"\xB2\x94\x10\xB3\xC7\x99\x8D\x6B\xC4\x65\x74\x5E\x5C\x39\x26\x69"

"\xD6\x87\x0D\xA2\xC0\x82\xA9\x39\xE3\x7F\xDC\xB8\x2E\xC9\x3E\xDA"

"\xC9\x7F\xF3\xAD\x59\x50\xAC\xCF\xBC\x11\x1C\x76\xF1\xA9\x52\x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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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4\xE5\x6A\xAF\x68\xC5\x6C\x09\x2C\xD3\x8D\xC3\xBE\xF5\xD2\x0A"

"\x93\x99\x26\xED\x4F\x74\xA1\x3E\xDD\xFB\xE1\xA1\xCE\xCC\x48\x94"

"\xAF\x94\x28\xC2\xB7\xB8\x88\x3F\xE4\x46\x3A\x4B\xC8\x5B\x1C\xB3"

"\xC1";

static unsigned char p[] =

"\x00\xEE\xCF\xAE\x81\xB1\xB9\xB3\xC9\x08\x81\x0B\x10\xA1\xB5\x60"

"\x01\x99\xEB\x9F\x44\xAE\xF4\xFD\xA4\x93\xB8\x1A\x9E\x3D\x84\xF6"

"\x32\x12\x4E\xF0\x23\x6E\x5D\x1E\x3B\x7E\x28\xFA\xE7\xAA\x04\x0A"

"\x2D\x5B\x25\x21\x76\x45\x9D\x1F\x39\x75\x41\xBA\x2A\x58\xFB\x65"

"\x99";

static unsigned char q[] =

"\x00\xC9\x7F\xB1\xF0\x27\xF4\x53\xF6\x34\x12\x33\xEA\xAA\xD1\xD9"

"\x35\x3F\x6C\x42\xD0\x88\x66\xB1\xD0\x5A\x0F\x20\x35\x02\x8B\x9D"

"\x86\x98\x40\xB4\x16\x66\xB4\x2E\x92\xEA\x0D\xA3\xB4\x32\x04\xB5"

"\xCF\xCE\x33\x52\x52\x4D\x04\x16\xA5\xA4\x41\xE7\x00\xAF\x46\x15"

"\x03";

static unsigned char dmp1[] =

"\x54\x49\x4C\xA6\x3E\xBA\x03\x37\xE4\xE2\x40\x23\xFC\xD6\x9A\x5A"

"\xEB\x07\xDD\xDC\x01\x83\xA4\xD0\xAC\x9B\x54\xB0\x51\xF2\xB1\x3E"

"\xD9\x49\x09\x75\xEA\xB7\x74\x14\xFF\x59\xC1\xF7\x69\x2E\x9A\x2E"

"\x20\x2B\x38\xFC\x91\x0A\x47\x41\x74\xAD\xC9\x3C\x1F\x67\xC9\x81";

static unsigned char dmq1[] =

"\x47\x1E\x02\x90\xFF\x0A\xF0\x75\x03\x51\xB7\xF8\x78\x86\x4C\xA9"

"\x61\xAD\xBD\x3A\x8A\x7E\x99\x1C\x5C\x05\x56\xA9\x4C\x31\x46\xA7"

"\xF9\x80\x3F\x8F\x6F\x8A\xE3\x42\xE9\x31\xFD\x8A\xE4\x7A\x22\x0D"

"\x1B\x99\xA4\x95\x84\x98\x07\xFE\x39\xF9\x24\x5A\x98\x36\xDA\x3D";

static unsigned char iqmp[] =

"\x00\xB0\x6C\x4F\xDA\xBB\x63\x01\x19\x8D\x26\x5B\xDB\xAE\x94\x23"

"\xB3\x80\xF2\x71\xF7\x34\x53\x88\x50\x93\x07\x7F\xCD\x39\xE2\x11"

"\x9F\xC9\x86\x32\x15\x4F\x58\x83\xB1\x67\xA9\x67\xBF\x40\x2B\x4E"

"\x9E\x2E\x0F\x96\x56\xE6\x98\xEA\x36\x66\xED\xFB\x25\x79\x80\x39"

"\x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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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unsigned char ctext_ex[] =

"\xb8\x24\x6b\x56\xa6\xed\x58\x81\xae\xb5\x85\xd9\xa2\x5b\x2a\xd7"

"\x90\xc4\x17\xe0\x80\x68\x1b\xf1\xac\x2b\xc3\xde\xb6\x9d\x8b\xce"

"\xf0\xc4\x36\x6f\xec\x40\x0a\xf0\x52\xa7\x2e\x9b\x0e\xff\xb5\xb3"

"\xf2\xf1\x92\xdb\xea\xca\x03\xc1\x27\x40\x05\x71\x13\xbf\x1f\x06"

"\x69\xac\x22\xe9\xf3\xa7\x85\x2e\x3c\x15\xd9\x13\xca\xb0\xb8\x86"

"\x3a\x95\xc9\x92\x94\xce\x86\x74\x21\x49\x54\x61\x03\x46\xf4\xd4"

"\x74\xb2\x6f\x7c\x48\xb4\x2e\xe6\x8e\x1f\x57\x2a\x1f\xc4\x02\x6a"

"\xc4\x56\xb4\xf5\x9f\x7b\x62\x1e\xa1\xb9\xd8\x8f\x64\x20\x2f\xb1";

SetKey;

}

/* Padding 유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호출된다. */

static int pad_unknown(void)

{

    unsigned long l;

    while ((l = ERR_get_error()) != 0)

    if (ERR_GET_REASON(l) == RSA_R_UNKNOWN_PADDING_TYPE)

    return(1);

    return(0);

}

static const char rnd_seed[] = 

   "string to make the random number generator think it has entropy";

int main(int argc, char *argv[])

{

    int err=0;

    int v;

    RSA *key; /* key의 선언 */

    unsigned char ptext[256];

    unsigned char ctext[256];

    static unsigned char ptext_ex[]

                             = "\x54\x85\x9b\x34\x2c\x49\xea\x2a";

    unsigned char ctext_ex[256];

    int p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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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clen = 0;

    int num;

    /* 암호화를 수행하기 한 기화 작업들을 수행한다. */

    CRYPTO_malloc_debug_init();

    CRYPTO_dbg_set_options(V_CRYPTO_MDEBUG_ALL);

    CRYPTO_mem_ctrl(CRYPTO_MEM_CHECK_ON);

    /* 임의의 seed 값을 얻어낸다. */

    RAND_seed(rnd_seed, sizeof rnd_seed); /* or OAEP may fail */

    plen = sizeof(ptext_ex) - 1;

    for (v = 0; v < 3; v++)

    {

        key = RSA_new(); /* 새로운 RSA 객체를 생성한다.*/

        /* 생성된 RSA 객체에 키를 설정한다. */

        switch (v) {

        case 0:

            clen = key1(key, ctext_ex);

            break;

        case 1:

            clen = key2(key, ctext_ex);

            break;

        case 2:

            clen = key3(key, ctext_ex);

            break;

        }

        /* RSA 객체에 설정된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 키로 암호화를 수행한다. */

        num = RSA_public_encrypt(plen, ptext_ex, ctext, key,

                                     RSA_PKCS1_PADDING);

        if (num != clen)

        {

            printf("PKCS#1 v1.5 encryption failed!\n");

            err=1;

            goto oa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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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수행한다. */

        num = RSA_private_decrypt(num, ctext, ptext, key,

                                      RSA_PKCS1_PADDING);

        if (num != plen || memcmp(ptext, ptext_ex, num) != 0)

        {

            printf("PKCS#1 v1.5 decryption failed!\n");

            err=1;

        }

        else

            printf("PKCS #1 v1.5 encryption/decryption ok\n");

    oaep:

        ERR_clear_error();

    

        /* 공개 키로 암호화를 수행한다. */

        num = RSA_public_encrypt(plen, ptext_ex, ctext, key,

                                     RSA_PKCS1_OAEP_PADDING);

        if (num == -1 && pad_unknown())

        {

            printf("No OAEP support\n");

            goto next;

        }

        if (num != clen)

        {

            printf("OAEP encryption failed!\n");

            err=1;

            goto next;

        }

  

        /* 비  키로 복호화를 수행한다. */

        num = RSA_private_decrypt(num, ctext, ptext, key,

                                      RSA_PKCS1_OAEP_PADDING);

        if (num != plen || memcmp(ptext, ptext_ex, num) != 0)

        {

            printf("OAEP decryption (encrypted data) failed!\n");

            err=1;

        }

        else if (memcmp(ctext, ctext_ex, num)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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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ntf("OAEP test vector %d passed!\n", v);

            goto next;

        }

    

        /* Different ciphertexts (rsa_oaep.c without -DPKCS_TESTVECT).

           Try decrypting ctext_ex */

        num = RSA_private_decrypt(clen, ctext_ex, ptext, key,

                                      RSA_PKCS1_OAEP_PADDING);

        if (num != plen || memcmp(ptext, ptext_ex, num) != 0)

        {

            printf("OAEP decryption (test vector data) failed!\n");

            err=1;

        }

        else

            printf("OAEP encryption/decryption ok\n");

    next:

        RSA_free(key); /* RSA 객체를 해제한다. */

    }

    /* 암호화를 한 설정을 해제한다. */ 

    CRYPTO_cleanup_all_ex_data();

    ERR_remove_state(0);

    CRYPTO_mem_leaks_fp(stderr);

    return err;

}

#endif

의 제는 라이 러리를 설치하면서 이미 컴 일이 되어 있는 상태다. 다음과 같이 실행하

고 결과를 확인해보자.

$ ./rsa_test
PKCS #1 v1.5 encryption/decryption ok

OAEP encryption/decryption ok

PKCS #1 v1.5 encryption/decryption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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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개 키 암호 해독

OAEP encryption/decryption ok

PKCS #1 v1.5 encryption/decryption ok

OAEP encryption/decryption ok

$

최근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PC들의 유휴 시간을 이용해서 키를 해독하기 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Distributed.Net(http://www.distributed.net/)에서 제안한 RC5 로젝트가 그것

이다. 우선 이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그림 9-2] Distributed.Net 홈 페이지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특별히 큰 작업을 시도하지 않는 한 CPU가 놀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쓴다면 정말 효과

일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떠오를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겠지만, 암호 알고리즘의 안 성은 키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학 인 연산을 통해서 키를 알아내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하지만, 키를 찾아내기 해서 세계

에 산재한 PC들을 사용한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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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요약

Distributed.Net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도는 결과 으로 놀고 있는 컴퓨터를 한데 모아

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려는 시도와도 같다.

이 로젝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세계에 있는 수많은 PC를 연결하고 PC의 유휴 시간을 이

용해서 암호 해독을 한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고, 이 결과를 수집하여 해독에 이용하는 것

이다. 이 을 쓰는 재 이미 64비트 길이인 키를 해독했고, 재 72비트 길이인 키를 해독

하는 RC5-72 로젝트를 수행 이다.

이 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의 PC에 맞는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몇 가지 설정을 마치면 여러분의 PC는 세

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퍼 컴퓨터의 한 부분이 되고 이 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비 칭 키 알고리즘의 개념과 이를 응용하기 한 라이 러리를 알아보았다. 칭 

키 암호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기 성을 해서 많이 이용하지만, 송수신자가 동일한 키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비 칭 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비 칭 키 암호 알고리즘은 동시에 생성된 비  키와 공개 키를 송수신자가 따로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한 암호화 키가 공개된다는 에서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

라고도 한다.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수학 인 정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칭 키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거의 표 으로 RSA를 이용하고 

있다.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실행 속도 측면에서 볼 때 칭 키 암호 알고리즘보다 느리지만, 

상호 인증 같은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상호 보완 으로 용할 수 있다. 실

제로도 자상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암호학  응용 분야에 리 이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