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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Montgomery Modular Multiplic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효
율적인 모듈러 곱셈기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곱셈기는 프로그램 가능한 셀룰라 오토마타
(Programmable Cellular Automata, PCA)를 기반의 구조로 설계되어 하드웨어 복잡도를 줄이고, 곱셈시 
몽고메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나눗셈 없이 모듈러 연산을 수행하여 시간 복잡도를 최소
화 한다. 제안된 곱셈기는 시간적, 공간적인 면에서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지수연산을 위한 
하드웨어의 하부구조나 오류 수정 코드(Error Correcting Code)의 연산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이다. 

 

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쉽게 네트워크에 접
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저장
된 데이터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필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빠
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구현은 대개 유한체 

GF(p)상이나 GF(2m)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1], 특
히 복잡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공개키 암호
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한체 상에서의 효
율적인 구현이 필수적이다.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 중에서 Diffie-Hellman 이나 

Elgamal Cryptosystem, 그리고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타원 암호 시스템(Elliptic Curve Cryptosystem, ECC)은 
유한체 상의 곱셈 연산과 지수 연산 그리고 나눗셈 
연산을 필요로 한다[2].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산은 AB 
혹은 AB2 연산을 하부구조로 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A 와 B 의 곱을 계산하는 AB 연산은 다른 연산과는 

달리 연산 후 늘어나는 자릿수를 제한하기 위해 모듈
러 연산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곱셈 연산 후에 
추가적인 모듈러 연산을 피하기 위하여 몽고메리 모
듈러 곱셈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1985 년에 P. L. 
Montgomery 에 의하여 제안된 몽고메리 알고리즘은 

)(mod1 NABRT −= 을 계산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몽고메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곱셈기와 지수기를 제안하고 있다. C. D. 
Water 는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연산을 위한 시스톨릭 
어레이(systolic array)를 제안하였고[3], Koç 과 Acar 는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알고리즘을 유한체 GF(2m)상에 
적합하게 개선하였다[4]. 또한 GF(2m)상의 몽고메리 
곱셈기와 지수기를 [4], [5]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효
율적으로 구현하여 제안하였다. Wu 는 Koç 과 Acar 의 
알고리즘을 일반화하여 비트 병렬 구조의 곱셈기를 
설계하였고, m2-AND+(m2-m/2)-XOR 의 하드웨어 복잡
도를 가지며 TA+(log2(m-1)+1)TX 의 지연시간을 가진
다[6]. 본 논문에서는 PCA 구조의 효율적인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유한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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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몽
고메리 모듈러 곱셈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을 위한 세
부 단계를 소개한다. 4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곱셈기를 구현한 구조인 셀룰라 오토마타와 프로그램 
가능한 셀룰라 오토마타에 대해 살펴보고, 5 장에서는 
PCA 구조의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를 제안하며, 6장
에서는 제안된 구조를 기존의 구조와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유한체 

유한필드 혹은 갈로아 체로 불리는 유한체는 교환, 
결합, 분배 법칙에 닫혀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
셈 연산이 가능한 유한한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다. 유
한체의 위수(order)는 유한체의 원소의 개수이고 유한
체의 위수인 자연수 q는 소수(prime)이거나 소수의 지
수 승이다. 유한체를 표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위수가 소수 q 와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qn이라고 하
면 Fqn 혹은 GF(qn)로 나타낼 수 있고, qn 개의 원소를 
가진 유한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뿐이다[7]. 
암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유한체가 사용

되는데, 소수 유한체(prime finite field)와 이진 유한체
(binary finite field)가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진 유한체를 고려한다. 
이진 유한체, GF(2m)에서 원소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다항식 기저 표기법(polynomial basis representation), 정
규 기저 표기법(normal basis representation), 이원 기저 
표기법(dual basis representation)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기저 변환 단계가 필요 없는 다항식 기저 표기법
으로 원소를 표시한다. 
다항식 기저 표기법에 따르면, 유한체 GF(2m)상의 

한 원소 A 가 길이 m 의 다항식이라면 다음과 같이 
이진 다항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ααα 1210 ... −− ++++= mm aaaaA   (1) 

여기서 )10( −≤≤ miai 는 GF(2)의 원소이다[4]. 
 

3. 몽고메리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곱셈시 연산의 수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몽고메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P. L. 
Montgoemry 는 )(mod1 NABRT −= 을 계산하는 효율
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몽고메리 알고리즘은 다
음의 식과 같은 결과값을 계산한다. 

)(mod1 NABRT −=    (2) 
여기서 A, B < N < R 이다. R과 N은 서로 소이며, 이

러한 관계 때문에 다음의 식 (3)을 만족하는 두 개의 
수 R-1와 N’가 존재한다. 

1'1 =+− NNRR     (3) 
이 때 R-1는 모듈러 N 에 대하여 R 의 역수이고 다

음의 )(mod11 NRR =−
식이 성립한다. R-1 와 N’는 확

장 유클리드 알고리즘(Extended Euclidean Algorithm)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8]. 
몽고메리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R 을 r 의 

멱수(power)로 선택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빠른 연산인 
시프트 연산을 통해 다른 모듈러 곱셈보다 빠르게 연
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몽고메리 모듈러 곱
셈 알고리즘은 N 에 의한 나눗셈에 의해 모듈러 곱셈
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R 에 의한 나눗셈과 
모듈러 감소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더 빠른 연산 속
도를 얻는다. 
몽고메리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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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셀룰라 오토마타 

CA는 규칙적으로 상호 연결된 많은 셀들로 구성되
어 있는 유한 머신이다[9][10]. 각각의 셀들은 적용된 
법칙과 자신과 연결된 이웃의 현재 상태 값에 따라 
새로운 값으로 갱신된다. 이 때 이웃이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셀의 상태 갱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셀을 의미한다. CA 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각 셀
의 상태 갱신에 적용되는 법칙과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셀의 갱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이웃 셀의 개수이다. 
셀룰라 오토마타의 법칙은 셀의 이웃과 시간을 사

용하여 불린 함수(Boolean function)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간 n 에서 m 번째 셀의 상태 값을 Sn(m) 이라고 했
을 때, 법칙 90 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1()1()(1 +⊕−=+ mSmSmS nnn   (4) 

여기서 ⊕ 는 XOR 연산이다[11]. 이와는 다르게 
+−

+ ⊕= SSS 로 표시할 수도 있다. 법칙 150 은 
+−

+ ⊕⊕= SSSS 로 표현이 가능하고, 법칙 170 은 
+

+ = SS , 법칙 240은 −
+ = SS 로 표현 할 수 있다. 

표. 1 다양한 법칙에 따른 CA의 상태변화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90 0 1 0 1 1 0 1 0 

150 0 1 1 0 1 0 0 1 
170 0 1 0 1 0 1 0 1 
240 0 0 0 0 1 1 1 1 
 
CA 에 적용된 법칙이 XOR 연산만으로 이루어진 것

을 선형(linear) CA, XOR연산 이외의 연산으로 이루어
진 것을 비선형(non-linear) CA 라고 한다. 이 가운데 
XOR 연산과 XNOR 연산이 사용되는 CA 를 추가적
(additive) CA 라고 한다. 그리고 CA 구조에서는 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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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른쪽 셀의 오른쪽 이웃과 가장 왼쪽 셀의 왼
쪽 이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경계조
건을 결정해야 한다. 가장 왼쪽 셀의 왼쪽 이웃과 가
장 오른쪽 셀의 오른쪽 이웃이 서로 이웃 한 것으로 
간주하는 PBCA(Periodic Boundary CA), 가장 왼쪽 셀의 
왼쪽 이웃과 가장 오른쪽 셀의 오른쪽 이웃을 모두 
‘0’으로 간주하는 NBCA(Null Boundary CA)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BCA 의 경계조건을 가진 1-차원, 

2-상태, 3-이웃 셀룰라 오토마타를 고려한다. 
PCA 는 셀마다 입력 값을 컨트롤하여 동일한 셀에 

클럭마다 다른 법칙을 적용 할 수 있는 CA 를 말한다.  
 

 
그림 1. 3-이웃 PCA구조 

위의 그림 1 은 3-이웃 PCA 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그림에서 Cl 은 i-1 번째 셀을 제어하는 컨트롤 값, Cm

은 i 번째 셀을 제어하는 컨트롤 값, Cr은 i+1 번째 셀
을 제어하는 컨트롤 값이다. 예를 들어 표 1 에서 설
명된 법칙 170 은 i+1 번째 셀의 값을 가져와 그 다음 
클럭에 i 번째 셀을 갱신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Cl=0, Cm=0, Cr=1 의 컨트롤 값을 사용하면 된다. 이처
럼 PCA 구조를 사용하면 컨트롤 값을 조절하여 필요
한 법칙을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5. 제안된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 

본 장에서는 PCA 구조를 기반으로 몽고메리 모
듈러 곱셈 알고리즘을 이용한 곱셈기를 제안한다.  

[알고리즘 1] 개선된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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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은 2m이고 A 와 B 는 N 보다 작은 수이다. 
개선된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알고리즘에서는 바이너

리 값으로 A, B, N을 입력 받아 T의 값을 출력한다.  
Step 3를 연산한 후에 T의 값이 짝수이면 t0가 0이

고, T의 값이 홀수이면 t0가 1이 된다. Step 4에서 이 
t0의 값에 따라 N 이 더해지는데, N 이 더해지는 것에 
상관없이 결과값인 T 는 항상 짝수가 되고, 다음 단계
인 Step 5에서 2로 나누기 연산이 가능하다. Step 4와 
Step 5 에서 가장 하위 비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N 의 
최하위 비트인 n0 는 XOR 연산에서도 제외되고, 따라
서 입력하지 않는다. 

 
그림 2. T = T + A*bi를 연산하는 PCA 구조 

위의 그림 2에서는 Step 3의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m – bit의 레지스터와 m개의 XOR 게이트, m개의 스
위치가 필요하다.  

Step 3을 연산한 후, 결과 값인 T의 값을 이용하여 
Step 4 의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중요한 값
이 t0이다. t0는 T 의 최하위 비트로써 T 의 값이 홀수
인지 혹은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T
의 값이 홀수이면 N 의 값을 더해 주고 짝수이면 N
의 값을 더하지 않는다. 이 연산을 위해서는 m-1 개의 
XOR 게이트와 m-1 개의 스위치가 필요하다. Step 4 를 
PCA 구조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T = T + t0*2*N을 연산하는 PCA구조 

마지막의 단계 5 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NBCA
의 경계조건과 법칙 170 을 적용한 PCA 를 구현한다. 
그러므로 각 셀들은 자신의 오른쪽 셀의 값을 이용하
여 자신의 셀 값을 갱신하고, 왼쪽 셀의 값은 이용하
지 않는다. 따라서 오른쪽 셀을 제어하는 컨트롤 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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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은 항상 1 이 되고, 왼쪽 셀을 제어하는 컨트롤 값
인 Cl 은 항상 0 이 된다. 이와 같은 PCA 구조는 T 의 
값을 2로 나누는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4. T = T / 2를 연산하는 PBCA 구조 

앞에서 구현한 그림 2, 3, 4 의 구조를 병합하여 아
래와 같은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 는 앞의 그림에서 보여준 PCA 구조의 효율

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며, 결과적으로 별도의 모듈러 
리덕션 과정 없이 곱셈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5. 개선된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 

위의 곱셈기는 m 클럭 사이클이 지난 후,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값을 연산하고 m 의 레지스터와 (2m-1)개
의 XOR 게이트, (2m-1)개의 스위치를 필요로 한다. 

 
6. 비교 및 분석 

본 장에서는 5 장에서 제안한 곱셈기 구조의 성능
을 분석하고 다른 관련된 구조와 비교한다. 본 논문의 
결과를 Wu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비교 결과 

  Wu[6] 제안된 곱셈기

수행연산 ABR-1 ABR-1 
레지스터 m m 
하드웨어 
복잡도 

m2-AND + 
(m2-m/2)-XOR 

(2m-1)-XOR + 
(2m-1)-SWITCH

지연시간   XA TmT )1)1(log( 2 +−+  XS TT 22 +  
사용된 
기약다항식 

irreducible trinomial all 

수행 
알고리즘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즘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즘 

구현구조 비트 병렬 
(bit-parallel) PCA 

Wu[6]가 제안한 비트 병렬 구조의 곱셈기는 기약 
다항식으로 삼항식의 구조를 가질 때, m2개의 AND게
이트와 (m2-m/2)개의 XOR 게이트를 가지며 m 개의 레
지스터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제안된 PCA 구조의 곱
셈기는 (2m-1)개의 XOR 게이트와 (2m-1)개의 
SWITCH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곱셈기는 Wu 의 비트 병렬 곱

셈기보다 클럭 사이클이 더 필요하지만 하드웨어 복
잡도가 훨씬 적고, 제한된 기항 다항식을 사용하지 않
으므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PCA 구조의 효율적인 곱셈기를 제
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NBCA 의 특성을 이용하여 
GF(2m)상에서 추가적인 모듈러 연산 없이 결과값을 
계산한다. Wu 의 연구 결과에 비해 일반적인 기약 다
항식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하드웨어 복잡도도 눈
에 띄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제시된 곱셈기는 간단하고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므로 모듈러 지수연산이나 오류 수정 
코드 연산의 하부구조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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