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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필요한 소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서로 공통
원소가 없는 두 개의 작은 소수 집합 (small prime set, SPS)을 이용해서 두 개의 비트 배열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복수의 소수를 생성한다. 일반적인 비트 배열 알고리즘과 다르게 비
트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소수 여부를 판별하고, 두 개의 SPS 가 서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특징을 이용하며 하나의 비트 배열을 재활용해서 계속 소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두 개의 비트 배열을 사용함으로써 고속 복수 소수 생성 장치는 기존의 비트 배
열 알고리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복수의 소수 생성에 특화될 수 있으며, 한번 계산한 비트
배열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평균 소수 생성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I. 서론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유무선 데이터 통신의
증가에 따라 기밀성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암호화 방식들이 제안되었으며, 이들 중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간편한 암호관리와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널리 쓰인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 중 RSA (Rivest, Shamir, and Adleman)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가장 선호되며 널리 쓰이고 있다.
RSA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큰 소수의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두 개의 소수 p, q 에
대해서 두 수의 곱인 n=pq 를 인수분해 해서 p 와 q 를
찾아 내기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즉 RSA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수분해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고, 이 같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큰 수를 이용함으로써 인수분해를 어렵게
한다. 최근에는 RSA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기밀성을
높이고자 암호화에 사용되는 소수들의 크기를 512 비트
이상의 큰 수를 사용한다.
본 논문은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필요한 소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서로 공통 원소가 없는
두 개의 작은 소수 집합 (small prime set, SPS)을
이용해서 두 개의 비트 배열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복수의
소수를
생성한다.
일반적인
비트
배열
알고리즘과 다르게 비트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소수 여부를 판별하고, 두 개의 SPS 가 서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특징을 이용하며 하나의 비트 배열을
재활용해서 계속 소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두 개의 비트 배열을 사용함으로써 고속
복수 소수 생성 장치는 기존의 비트 배열 알고리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복수의 소수 생성에 특화될 수
있으며,
한번
계산한
비트
배열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평균 소수 생성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II. 배경지식
소수는 자기 자신과 1 이외에 어떤 약수도 갖지 않는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2, 3, 5, 7, 11, 13, 17,…
등은 모두 소수이다. 자연수 n 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려면, 2≤p≤ √ 인 범위에 있는 모든 소수 p 로
n 을 나누어 보아, 나누어지지 않으면 소수이고,
나누어지면 합성수이다. 즉, 소수는 약수로 1 과 자신을
가진 자연수이며 합성수는 약수가 3 개 이상인
자연수이다.
일반적으로 소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임의의 홀수를
생성한 후, 이를 소수 검사방법 (primality test)를
이용해 검사하고 실패할 경우 또 다시 임의의 홀수를
생성하거나 이전 것에 2 를 더한 수에 대해 다시
검사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방법이
있다.
소수
검사방법으로는 결정적 검사와 확률적 검사가 있다.
결정적 소수 검사방법은 확률 1 로 임의의 수가
소수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눗셈
테스트,
Pocklington 테스트, Jacobi sum 테스트 등이 있다.
나눗셈 테스트는 임의의 수보다 작은 소수들로 나누어
보는 방법으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마찬가지로 Pocklington 테스트, Jacobi sum 테스트
등도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
확률적 검사방법은 임의의 수가 1 에 가까운 확률로
소수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Solovay-Strassen 테스트,
Fermat 테스트 그리고 Miller-Rabin 테스트 등이 있다.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나눗셈 테스트와 함께 Fermat
테스트나 Miller-Rabin 테스트를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경우 나눗셈
테스트와 Miller-Rabin 테스트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비트 배열 알고리즘 (bit array algorithm)을
사용해서 Miller-Rabin 테스트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 배열 알고리즘은 임의로 생성된 홀수 q 에
대해서 미리 정의된 작은 소수 집합에 대해서 모듈러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1 과 0 으로 표시하는
비트 배열을 생성한다. 일반적인 비트 배열 알고리즘은
생성된 비트 배열 중 0 의 위치에 해당하는 홀수만을
소수 검사방법에 적용하고, 소수로 판정되면 정지하고
생성된 비트 배열을 폐기한다. 새로운 소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홀수를 다시 생성하고 그 홀수에
대해서 다시 비트 배열을 생성해야 한다.
비트 배열을 사용하는 기존의 알고리즘은 생성된
비트 배열을 단일 소수 생성에 사용 후 폐기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생성된 비트 배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비트 배열의 생성에 소요되는
연산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개별 소수 생성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III. 소수 생성 알고리즘
일반적인 소수판별 알고리즘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
리는 부분은 primality test oracle 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최적화된 primality test oracle 의 호출 수를
줄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 Primality test
oracle 호출을 줄이게 되면 큰 소수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감소되게 된다. 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은 소수 집합으로 미리 나누거나 혹은 작은 소수 집합
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기존에 이미 알려진 소
수 판정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알고리즘 1 과 2 는 가장 기본적인 소수 생성 알
고리즘으로 임의의 소수를 생성 후 소수 판정 테스트를
거쳐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한다.
알고리즘 1:
임의의 소수
를 생성하고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한다. 소수가 생성되지 않으면
다시 임의의 소수를 생성하고 이를 반복한다.
알고리즘 2:
임의의 소수
를 생성하고 이것을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한다. 소수가 생성되지 않
으면
+2에 대해서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하고 실패시 이를 반복한다.
임의의 소수 p 를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은
0.151ms 이고 p+2 의 연산에 걸리는 시간은 0.115ms 이다.
실패 시 임의의 수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임의의 수에
+2 를 하는 것은 소수 생성에 안정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512
bit 의 소수를 생성할 때 primality test oracle 부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성공 시 290.5ms, 실패 시
48.5ms 가 걸린다. 알고리즘 1 과 2 에서 512bit 소수를
생성을 위해서는 177.8 회를 반복하였을 때 1 개의
소수가 발생되었다. 이 값은 어떤 수 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계산하고자 할 때 ln ⁄2 개의 후보에 대해서
소수 판정을 해야 하는데 512 ln2/2
177.4 회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알고리즘 2 에서 소수 생성에
걸리는 시간은 시뮬레이션으로는 8864.45ms 이다. 실패가
177 회이고 성공이 1 회라고 하면 8895.5ms 이고 실패가
176 회 성공이 1 회이면 8846.89ms 이다.
알고리즘 3 은 임의로 생성된 수를 바로 primality
test oracle 호출하지 않고 prime sieve test 를 거쳐서
최대한 primality test oracle 호출을 줄이는 알고리즘이
다. primality test oracle 호출이 소수 판정 알고리즘
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으로 소수가 아닐 가
능성이 있는 것은 primality test oracle 호출을 하지 않
는 것이 효율적이다.
알고리즘 3:
임의의 소수 를 생성한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 하고 이 소수들로 A를 나누어 집합내의 모든
원소로 나누어지지 않는 에 대해서만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한다. 실패 시 반복적으로 수
행한다.
작은 소수 집합 크기가 작으면 임의로 생성된 를 나
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primality test
oracle 를 호출하는 횟수가 집합 크기가 큰 것에 비해 많
기 때문에 항상 최적이지는 않다. 1 회의 성공과 26 회의
실패와 222 개의 작은 소수 집합으로 임의로 생성된 수를
나누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1650.33ms 이다. 즉 알고
리즘 2 에서 178 회 정도 밀러라빈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알고리즘 3 은 밀러라빈 테스트를 29 회 정도 수행하게
된다. 소수 생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밀러라빈 테스
트의 호출을 약 15.2%로 줄여 소수 생성 시간을 단축하
였다. 이 15.2%은 1

1

1

1

1

의

15.4 와 거의 유사하다.
알고리즘 4 는 알고리즘 3 의 prime sieve test 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작은 소수들로 나누는 과정인
즉 작은 소수의 배수를 찾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
다.
알고리즘 4:
임의의 소수 를 생성한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와 크기가 s인 bit array B를 설정한다. Bit
array B는 작은 소수 집합 A의 연산으로 각 값
을 채운다. Bit array 값이 0인 것에 대해서만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한다.
이 후의 알고리즘은 소수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소수만을 생성하고 소수 생성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성되었던 비트 배열의 재사용을 통해서
소수 생성 시간을 줄이고자 제안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5:
임의의 소수 를 생성한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와 크기가 B인 bit array가 설정한다. Bit
array B는 작은 소수 집합 A의 연산으로 각 값
을 채운다. Bit array 값이 0인 것에 대해서만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한다. 알고리즘 4
에서는 성공 시에도 bit array의 마지막까지 0
인 bit array에 대해서 primality test oracle
를 호출한다. 생성된 소수는 인터리빙을 이용하
여 임의성을 준다.

알고리즘 4 와의 차이는 만약 확률적으로 소수일 가능
성이 높은 수가 생성되었다면 소수 판정을 종료하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비트 배열을 재사용하여서 이미 생성
된 소수 근처에서 소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는
비트 비열을 생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공격자가
이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하나의 소수를 찾았을 때 다른
소수도 찾는 것이 용이한 단점이 있다. 소수 집합 크기
가 클수록 소수 생성 시간이 줄어든다.
알고리즘 6 은 알고리즘 5 를 변형한 것으로 한 번 생
성된 bit array 에서 소수를 원하는 개수만큼만 찾는 알
고리즘이다.
알고리즘 6:
임의의 소수 를 생성한다. 작은 소수의 집합
을 A와 크기가 B인 bit array가 설정한다.
Bit array B는 작은 소수 집합 A의 연산으로
각 값을 채운다. Bit array 값이 0인 것에 대
해서만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한다.
한 bit array내에서 개의 소수를 생성할 때
까지 0인 bit array에 대해서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7 은 비
트 배열을 재사용함으로써 비트 배열을 생성하는 시간을
줄이는 알고리즘이다. 비트배열 생성할 때의 나눗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곱셈으로 바꾸어서 비트 배열을 재사
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고리즘 7:
임의의 소수 를 생성한다. 작은 소수의 집합
을 A와 A를 포함하는 소수 집합을 A’, 크기가
B인 bit array가 설정한다. Bit array B는 작
은 소수 집합 A의 연산으로 각 값을 채운다.
이렇게 A에 대해서 만들어진 bit array는 재사
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A ’ 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bit array를 만든다. 임의의 수와
A의 각 소수들의 곱을 처음 생성한 에 더하면
특정한 bit array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이
에 대해서 primality test oracle를 호출한다.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 A SPS , A
SPS
,
서 생성하고자 하는 소수 개수
출력: bit 잠재적인 소수
1.
2. 0

0

1 에 대하여
0로 놓는다.
3 임의의
bit 홀수
,
0로 놓는다.
SPS 에 대하여
4.

0 으로 놓고
를

0,

0
/2,

2

5.

발생시키고

mod ;
를 구한다.

a.
b.

c.

′ 여기

0
SPS

\SPS

is odd

/2,
s g p /p
1로 놓는다.

is even
에 대하여

에 대해서

를 구한

다.
6. for
0 to
1에 대하여
0 AND
a. 만일
TRUE 이면
를 저장한다.
1,
1
b.
c.
이면
2
d.
이면 출력하고 종료한다.
이면 5로 이동한다.
e.
7.
이면 5로 이동한다.
출력하고 종료한다.

이면

비트 배열을 재사용함에 있어서 재사용되는 비트 배열
을 위해서 이 때 사용되는 소수의 곱이 필요하다. 이 소
수의 곱셈 시간이 bit array 를 다시 만들 때 사용되는
나눗셈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 소수의 곱셈은 곱셈에
필요한 개수만큼 더 시간이 걸린다.
소수의 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짝수 값이 필
요하다. 이 임의의 짝수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안
정성이 달라질 것이다. 작은 소수의 곱은 생성하고자 하
는 소수 비트보다 작아야 한다. 생성하고자 하는 소수
비트에서 작은 소수 곱의 비트를 뺀만큼 비트를 임의로
생성하면 된다. 그리고 소수 곱을 특정 값보다 작은 모
든 소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합 내에서 임의성을
두어서 곱한다면 안정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표 1 은
512 비트에서의 곱셈 개수를 나타낸다.
표 1. 작은 소수 곱셈에 걸리는 시간(ms)
소수 곱셈
개수(R 크기)

1536bit

1920bit

2560bit

3200bit

67(64bit)

1.92

1.96

2.03

2.09

60(128bit)

1.71

1.75

1.81

1.88

R: 512 비트에서 작은 소수 곱의 비트를 뺀 비트
시뮬레이션 환경은 ARM922-T 프로세서 (200 MHz)이고
MIRAC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bit array 크기가 3200 일
때 512bit 소수를 생성한 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고속 소수 생성기를 ARM 프로세서에서 구현할 때 ARM
프로세서는 데스크톱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이므로 메모리를 체크하여 메모리 사용의 효
율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1 ~ 7 까지
ROM 과 RAM, stack 과 heap 사용량을 조사하여 다음의 표
에 나타내었다. 기본 알고리즘은 소수 판별알고리즘을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골격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
낸다. 작은 소수 집합이 1836 개이고 bit array 크기는
3200 일 때 메모리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4 와
7 을 비교하면 ROM 부분은 0.67% 증가로 표 2 과 같다.
Heap 과 stack 합은 3.8% 증가한다. 이것은 stack 부분에
서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IV. 결론
소수
생성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primality test oracle 의 호출 수를 줄이는 것이다.
Primality test oracle 호출을 줄이게 되면 큰 소수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감소되게 된다. 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은 소수 집합으로 미리
나누거나 혹은 작은 소수 집합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비트 배열을 사용하는 기존의 알고리즘은
생성된 비트 배열을 단일 소수 생성에 사용 후
폐기하지만, 생성된 비트 배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비트 배열의 생성에 소요되는

그림 1 비트 배열 크기는 3200에서의 알고리즘 4,5,6,7
표 2. 소수 판별 알고리즘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Byte)
(소수 집합 크기 1836, bit array 크기 3200)
총합(Heap +

Algorithm

ROM

RAM

Heap

Stack

기본

23556

1000

24517

1152

25669

1

76052

1004

24933

1664

26597

2

76124

1004

24933

1664

26597

3

76624

1004

39977

1728

41705

4

76888

1004

39977

3488

43465

5

76884

1004

39977

3488

43465

6

76964

1004

39977

3520

43497

7

77404

1004

39977

5152

45129

Stack)

연산량을 줄임으로써 다수의 소수 생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 때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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