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고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전자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이 다양해
지며 IoT 기술에 대한 보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IoT, WSN (Wireless Sensor Network) 등 제한
된 하드웨어 자원을 갖는 분야의 정보보안에 적합
한 경량 (lightweight) 블록암호 알고리듬으로 
SIMON, PICCOLO, SPECK, SIMECK 등이 제안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경량 블록암호 SIMECK 알고리듬을 two-stage 방식
의 하드웨어 설계로 설계하고 Arty S7-50 FPGA 
디바이스에 구현을 하여 암호화ㆍ복호화 동작을 
검증하였다.

II장은 SIMECK 알고리듬에 대해 소개하고 III장
은 SIMECK 하드웨어 설계 및 RTL 시뮬레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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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로 암호화ㆍ복호화 동작 결과를 보이며, IV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SIMECK 경량 블록암호 알고리듬

SIMECK 블록암호 알고리듬은 SIMON 알고리듬
의 블록 단위 암호 방식과 SPECK 알고리듬의 키 
생성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Feistel 방식
의 암호이다.[1] SIMECK 알고리듬은 SIMECK- 
32/64, SIMECK-48/96, SIMECK-64/128를 지원하며, 
본 논문에서는 SIMECK-64/128를 하드웨어로 구현
했다. SIMECK-64/128은 64-비트의 메시지 블록을 
128-비트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와 복호화 한다.

SIMECK-64/128의 암호화 방식은 먼저 64-비트 
메시지 블록을 상위 32-비트와 하위 32-비트로 나
눈다. 이를     ⊕ ⊕    연산을 이
용하여 44번의 라운드(round) 연산을 수행한다. 여
기서 와 는 각각 64-비트 블록의 상위 32-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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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위 32-비트에 해당한다. 함수 는 
  ⊙⋘ ⊕⋘ 로 비트 이동하고, 
AND 연산과 XOR 연산하는 함수를 의미한다. 
는 i-번째 32-비트 키 값으로 입력받은 128-비트 키
를 32-비트씩 나누어 상위 32-비트부터 라 
했을 때, 는     ⊕ ⊕⊕
에 의해 생성된다. 이때,  이고, n은 워드 
크기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SIMECK-64/128는 
워드 크기가 32이므로 C=0xFFFFFFFC 이다. 는 
LFSR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에서 나오는 
1-비트 값에 해당한다. SIMECK-64/128를 구현하므
로 에 해당하는 LFSR 다항식  을 이용
하여 난수를 발생시키고 얻어진 값을 대입한다.

복호화는 Feistel 방식의 암호이기 때문에 암호화
와 연산 방식이 동일하지만 상위 32-비트와 하위 
32-비트를 나눈 블록을 암호화와 반대로 입력해야 
하고, 키 또한 역순으로 입력하는 차이점이 있다.

Ⅲ. SIMECK 하드웨어 설계 및 검증

SIMECK-64/128 알고리듬은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basic iterative architecture 방식과 two-stage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를 빠르게 암호화ㆍ복호화할 수 있
도록 한 클록에 1 라운드씩 처리하는 basic 
iterative architecture 방식 대신에 two-stage 방식으
로 키 확장과 암호화 복호화 모듈을 구성하여 한 
클록에 2 라운드씩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2]. 그
림 2는 설계된 SIMECK-64/128 블록암호 코어의 
블록도이며, 키 확장, 암호화, 복호화를 위해 유한
상태머신 (finite state machine)을 이용하여 동작 신
호를 제어하였다. two-stage 방식의 키 확장을 위해 
LFSR 신호도 한 클럭에 두 번 작동한 신호가 나
올 수 있도록  의 다항식을 갖는 LFSR에 
조합회로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또한 확장된 
키는 RAM에 저장해서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되도
록 하였다.

그림 2. SIMECK-64/128 코어의 블록도

(a)

(b)
그림 1. SIMECK-64/128 블록암호 알고리듬의 

하드웨어 구현 방식. (a) basic iterative 

architecture 방식과 (b) two-stage 방식의 

라운드와 키 확장 모듈

그림 3. 설계된 SIMECK-64/128 코어 RTL 기능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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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그림 2의 블록도를 바탕으로 설계된 
SIMECK-128/64 코어의 RTL 기능검증 결과이다. 
키 “0x1b1a1918131211100b0a090803020100”을 입력
하고 평문 “0x656b696c20646e75”과 암호화 신호를 
인가하면 암호화된 값 “0x45ce69025f7ab7ed”이 출
력이 된다. 키가 입력된 상태에서 복호화 하려는 
암호문 “0x45ce69025f7ab7ed”와 복호화 신호를 인
가하면 복호화된 평문 “0x656b696c20646e75”이 출
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계한 SIMECK-64/128를 Arty S7-50 FPGA 디
바이스에 구현한 후, PC와 통신하여 암호화 복호화 
동작의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동일한 키 값에 대해 암호화한 text를 복호화 
하였을 때 처음 입력한 문장으로 잘 복호화되는 
결과를 확인하여 Arty S7-50 FPGA 디바이스에 구
현된 SIMECK- 64/128 코어가 올바로 동작함을 확
인하였다.

Ⅳ. 결  론

SIMECK-64/128 코어는 긴 평문을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Arty S7-50 FPGA 디바
이스에 구현하여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했다. LUT 
1,177개와 FF 2,187개의 하드웨어 자원이 사용되었
으며, 100 MHz 클록으로 동작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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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계된 SIMECK-64/128 코어의 

FPGA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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