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모듈러 곱셈은 타원곡선 암호(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의 점 스칼라 곱셈을 위한 핵심 
연산이며, ECC 프로세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듈러 곱셈을 구현하는 방
법에는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듬 [1]과 같이 곱셈과 
축약 연산을 하나의 알고리듬으로 구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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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수 곱셈 후 축약 연산으로 모듈러 곱셈 결과
값을 얻는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way 
Toom-Cook 정수 곱셈 알고리듬과 고속 축약 알고
리듬을 사용하여 NIST의 P-256 곡선에 적합한 
256-비트 모듈러 곱셈기를 설계하고, Zynq 
UltraScale+ MPSoC 디바이스에 검증하였다. II장은 
모듈러 곱셈에 사용된 정수 곱셈과 축약 연산 알
고리듬을 소개한다. III장은 모듈러 곱셈기의 구조
와 RTL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이며, IV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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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듈러 곱셈은 ECC의 점 스칼라 곱셈을 위한 핵심 연산이며, ECC 프로세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3-way Toom-Cook 곱셈 알고리듬과 수정된 고속 축약 알고리
듬을 적용한 256-비트 모듈러 곱셈기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90-비트 곱셈기 1개와 264-비트 가산기 3
개가 사용되었으며, 하드웨어 크기와 소요 클록 사이클 수 사이의 최적화를 이루었다. Zynq UltraScale+ 
MPSoC 디바이스에 구현하여 모듈러 곱셈기를 검증하였으며, 모듈러 곱셈 연산에 15 클록 사이클이 소
요된다.

ABSTRACT

Modular multiplication is a key operation for point scalar multiplication of ECC, an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ECC processor. This paper describes a design of a 256-bit modular multiplier that adopts 
3-way Toom-Cook multiplication algorithm and modified fast reduction algorithm. One 90-bit multiplier and three 
264-bit adders were used to optimize the hardware size and the number of clock cycles required. The modular 
multiplier was verified by implementing it using Zynq UltraScale+ MPSoC device and the modular multiplication 
operation takes 15 clock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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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om-Cook 알고리듬과 고속 축약  
알고리듬

Toom-Cook 알고리듬은 매우 큰 정수의 곱셈을 
고속으로 계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3]. 피승수 
A와 승수 B를 각각 d개의 부분(d>1)으로 나누어 
연산하며, 이를 d-way Toom-Cook이라고 한다. d가 
클수록 내부 연산량이 증가하지만, 연산 시간 복잡
도  log가 감소하는 특징을 갖는다 [4]. N
은 피승수와 승수의 크기를 나타내며, Toom-Cook  
알고리듬은 분할(splitting), 평가(evaluation), 재귀적 
곱셈(recursive multiplication), 보간(interpolation), 재
구성(recomposition)의 5단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
서는 하드웨어 크기와 소요 사이클의 최적화를 위
해 d=3인  3-way Toom-Cook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는 TC3W 알고리듬을 사용하였다. TC3W 알고리
듬은 3-way Toom-Cook 알고리듬의 단점인 하드웨
어 구현 시 많은 자원이 필요한 (1/3, 1/6) 연산을 
제거하기 위해 문헌 [5]에 소개된  을 곱하는 
연산이 추가된 알고리듬이다. 피승수 A와 승수 B
의 곱셈 결과값 C는  ××이 얻어진다.

고속 축약 알고리듬 (fast reduction algorithm)은 
NIST에서 제공하는 소수체 (P-192, 224, 256, 384, 
521)에 적합한 축약 알고리듬이다 [6]. 본 논문에서
는 P-256 곡선에 적합한 고속 축약 알고리듬을 
TC3W 정수 곱셈 알고리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설계된 모듈러 곱셈기의 결과값은 3이 곱해진 
값이므로 결과값에 1/3 연산을 해주어야 한다. 하
지만 모듈러 곱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ECC 연
산에서 모든 모듈러 곱셈 결과마다 1/3 연산을 하
는 것은 소요 사이클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Toom-Cook 도메인을 적용하였다 
[5]. Toom-Cook 도메인은 피승수 A와 승수 B가 각
각 ×mod ×mod와 같이 표현
된 데이터들을 의미하며, 

의 모듈러 역원값과 매
핑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다. 매핑된 
데이터를 피승수와 승수로 사용할 경우 곱셈의 결
과값 또한 Toom-Cook 도메인에 존재하므로 모듈
러 곱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소요 사이클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모든 연산이 종료되면 리매
핑 과정이 필요하며, 리매핑은 매핑된 데이터와 1
을 모듈러 곱셈하여 얻어진다. 그림 1은 TC3W와 
수정된 고속 축약(mFRed)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
는 모듈러 곱셈 알고리듬의 슈도코드이다. 단계-1
은 Toom-Cook 도메인 매핑과정이며, 매핑된 데이
터는 단계-2의 정수 곱셈과 단계-3의 축약 연산을 
통해 모듈러 곱셈 결과값을 출력한다. 출력된 결과
값은 Toom-Cook 도메인에 존재하므로 리매핑 과
정을 통해 최종 결과값을 얻는다. 본 논문의 모듈
러 곱셈기는 그림 1의 단계-2와 단계-3의 과정을 
수행한다.

Ⅲ. 256-비트 모듈러 곱셈기의 구조와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설계된 256-비트 모듈러 곱셈기의 블록도는 그
림 2와 같이 FFAu 블록, FSM_FFAu 블록으로 구
성된다. FFAu 블록은 유한체 연산인 모듈러 곱셈
을 수행하는 블록으로 90-비트 곱셈기 1개와 264-
비트 가산기 3개를 사용하며, 여러 피연산자를 한 
번에 연산하는 알고리듬 특성상 메모리가 아닌 레
지스터 파일을 사용하였다. FSM_FFAu 블록은 계
수기와 유한상태머신을 이용해 FFAu 블록에 필요
한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그림 3은 설계된 모듈러 곱셈기의 RTL 기능검
증 결과이며, 피승수 iA가 “0x6c0b5a78ac0e476f0b_ 
7f885de4845b6abbe352f3ba05b4a946969ed6d5255556
”이고, 승수 iB가 “0x888129fba9a95abd513a35231b_ 
39146292c4465aa4723e89bd1d342df6d71187”일 때 
모듈러 곱셈 결과값 oData가 “0xc4899a73119f45ee_ 
ef570ad961d76185d90e5538b008a8c1a1ee0358ce7515
94”으로 얻어지며, 파이썬 모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승수와 승수는 모두 Toom-Cook 도
메인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결과값 또한 
Toom-Cook 도메인에 존재한다.

Ⅳ. 결  론

설계된 256-비트 모듈러 곱셈기는 NIST의 P-256
곡선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Zynq UltraScale+ 

 그림 1. TC3W와 mFRed 기반 모듈러 곱셈의  

슈도코드  그림 2. 모듈러 곱셈기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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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oC 디바이스에 구현하여 모듈러 곱셈기를 검
증하였다. xczu7ev-ffvc1156 디바이스에서  27,552
개의 LUT와 2,564개의 플립플롭 그리고 25개의 
DSP 블록이 사용되었으며, 최대 동작 주파수는 
140 MHz로 평가되었다. 140 MHz로 동작하는 경
우, 초당 약 930만 번의 256-비트 모듈러 곱셈을 
연산할 수 있다. 향후, 설계된 모듈러 곱셈기를 이
용한 타원곡선 암호 프로세서 설계가 진행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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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계된 모듈러 곱셈기의 RTL 기능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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