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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U 상에서의 효율적인 암호 구현을 위해서는 GPU 내부의 자원인 메모리와 명령어셋을 구현하고

자 하는 암호 구조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Blowfish와 RC4를 최신 GPU

프로세서 상에서 최적 구현해 보고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과 향상시키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한

다. 특히 파일암호화와 패스워드 크래킹에서 발생하는 암호화 구현 고려 사항에 대해 확인하며 해당

특징이 GPU 암호 구현 상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현한

결과물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하여 높은 GPU 내성을 가지는 암호 설계

를 위해 필요한 구조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1. 서론

GPU는 컴퓨터 상에서 그래픽을 담당하는 전문 하

드웨어로써 모니터에 컴퓨터의 결과물을 출력하는

목적과 더불어 머신러닝과 이미지 처리와 같은 고부

가 가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병렬 연산이 가능한 GPU를 이용하면 암호 분석과

암호 구현을 매우 높은 성능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GPU의 독특한 구조와 성능으로 인해 잘

못된 설계와 구현에 의하면 CPU에 비해 낮은 성능

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GPU에 대한 구조를 이

해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PU 상에서 Blowfish와 RC4를 최

적 구현해 보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GPU 상에서

의 구현 시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GPU에 대한 내성을 가

지는 암호의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며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2. GPU 상에서의 Blowfish와 RC4 암호 구현 최

적화 및 성능 비교 분석

Blowfish는 1993년도에 Bruce Schneier에 의해 제

안된 암호로써 32~448-비트의 다양한 키길이를 제공

하며 블록의 크기는 64-비트이다. 연산은 P-array와

S-box를 이용한 연산으로 구현된다. 특이점으로는

S-box가 키 값에 의존적으로 생성된다는 점과 키

스캐쥴링이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S-box는 4개의 1KB 테이블로 구성이 되며 해당 테

이블이 키에 따라 업데이트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에서는 Blowfish에 대한 GPU 상에서의

최적 구현 결과는 메모리를 통합된 구조 사용 시

S-box와 P-array를 CPU와 GPU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RC4는 1987년도에 Ron Rivest에 의해 제안된 암호

로써 40~2048-비트의 키길이를 제공하며 스트림 사

이퍼로써 긴 길이의 암호문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암호 또한 키에 의존적인 S-box

연산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256-바이트 테이블을 활

용한다. [2]에서는 S-box 테이블을 Shared Memory

에 저장하고 bank conflict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

해 padding을 이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암호 해킹을 위한 전수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구조

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40-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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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상세 테스트 환경#1 테스트 환경#2

Blowfish

파일암호화
16.765 18.451

Blowfish

패스워드 크래킹
0.0368 0.0605

RC4

파일암호화
51.704 48.503

RC4

패스워드 크래킹
53.744 50.632

<표 2> 512MB에 대한 암호화 연산 수행시 GPU

상에서의 암호 구현 결과 (단위: Gbps)

키 길이에 대한 공격이 충분히 가능함을 제시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구현 기법은 크게 두 개의 상

이한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파일암호화이고 두

번째는 패스워드 크래킹이다. 파일암호화의 경우 동

일한 키를 가지고 큰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병렬

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패스워드 크

래킹으로써 모두 상이한 패스워드에 대한 암호화 과

정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키 스캐쥴로 생성된 키

는 재사용될 수 없으며 각각의 쓰레드가 독립적인

값을 가지게 된다.

Blowfish를 사용한 파일암호화는 키 스캐쥴링을

CPU에서 먼저 수행하며 생성된 킷값을 모든 쓰레드

에서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가 수행이 되면

생성된 킷값을 모두 Shared Memory로 옮겨주게 된

다. Blowfish는 킷값에 의존하여 S-box와 P-array

가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4KB에

달하는 정보를 메모리 복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Blowfish 연산이 수행되게 된다. F함

수 상에서 S-box에 대한 offset을 결정하기 위해

32-비트 인자 상에서 8-비트 씩을 추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unsigned int __byte_perm (unsigned int x,

unsigned int y, unsigned int s)를 사용하였다 [3].

해당 intrinsic 연산자는 x와 y는 동일한 인자를 넣

어주고 s에는 25,923, 21,554, 그리고 17,185를 각각

넣어서 8-비트, 16-비트, 24-비트 오른쪽 회전 연산

을 수행할 수 있다.

해킹을 위해서는 동일한 키 스캐쥴링으로 생성된

S-box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립적

인 키 스캐쥴링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파일 암

호화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차이점으

로 인해 발생하는 구현상의 변화는 암호화 수행 시

S-box를 더 이상 Shared Memory에 적재하고 공유

하는 구현 기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쓰레드들간

에는 서로 상이한 패스워드에 기반한 암호화 연산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Shared Memory는 동일한 패스

워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이러한 암호화 기법이 GPU 상에서

의 암호 구현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설정되어 있는 S-box의 경우 4KB에 달하는

정보를 GPU의 Constant Memory에 적재해 두고 이

를 접근하는 쓰레드들이 모두 복사하여 사용하는 구

현 기법을 수행하였다. 본 구현에서는 적용되지 않

았지만 추가적으로 최적화가 가능한 부분은 해킹의

경우 CPU로부터 값을 받아와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쓰레드 아이디를 통해서 적합한 킷값을 GPU 내부

에서 생성해 내는 것이 메모리 접근으로 인한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RC4에 대한 파일암호화 최적 구현은 기존 연구에

서와 같이 256바이트 S-box를 Shared Memory에

적재한 이후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수행하였다.

Blowfish와 같이 내부 S-box는 킷값에 의존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상이한 킷값에 대해서는 다른

S-box가 도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암

호화의 경우 동일한 키로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구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패스워드 크래킹의 경우 서로 상이한 킷값에

대한 암호화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S-box를

Shared Memory가 아닌 Local Memory에 올려서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비고 테스트 환경#1 테스트 환경#2

CPU

Intel Core

10세대

i7-10875H

라이젠7-3세대

4800H

GPU

(mobile)

RTX2060

GDDR6 6GB

(mobile)

RTX3060

GDDR6 6GB

Compute

Capability
7.5 8.6

<표 1> 암호구현 테스트 환경 상세

<표 1>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서로 상이한 두 개의

GPU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두 GPU는 mobile 버전

으로써 각각 7.5 그리고 8.6 Compute Capability를

제공하고 있다. CUDA 라이브러리를 통해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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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윈도우즈 상에서 성능을 확인하였다.

Blowfish의 경우 64-비트 블락을 128-비트 키를 사

용하여 암호화하였으며 RC4의 경우 128-비트 블락

을 128-비트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연산을 수행

하였다.

<표 2>에서는 두 개의 GPU 환경 상에서 구현한

결과물들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파일

암호화의 경우 16~18 Gbps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패스워드 크래킹의 경우

0.03~0.06 Gbps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Blowfish가 매우 큰 S-box에 기반한 암호이기에

킷값에 의존한 S-box를 GPU 상에 내재하여 수행하

는 것이 매우 큰 연산 지연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나

타낸다.

RC4의 경우 파일암호화는 48~51 Gbps 그리고 패스

워드 크래킹에서는 50~53 Gbps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RC4의 경우 오히려 패스워

드 크래킹 부분에서 성능이 개선되는 이유는 파일암

호화 구현 기법에서는 S-box를 CPU에서 GPU로

복사해 와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패스워드 크

래킹 구현 기법의 경우 GPU의 Local Memory에 값

을 저장하는 구현 기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GPU 상에서는 Memory 복사로 인

한 지연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구현에서 가장 중요

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암호와 GPU 내성

GPU의 가격은 최근들어 가장 큰폭으로 상승하였

다. 그 이유는 GPU를 통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GPU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최근에는 GPU를 통한 채굴을 제한하는 LHR

(Lite Hash Rate)가 적용된 GPU가 생산되고 있다.

RTX3080, RTX3070, RTX3060 Ti의 경우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가 절반으로 제한되게 된다1).

여기서 해시레이트는 해당 암호화폐의 안전성을 보

장하는 하나의 척도로써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합의 과정 또한 블

록체인의 큰 연구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4]. 즉 특

정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안전성

을 보장한다면 GPU와 같은 병렬 프로세서 상에서

도 연산 성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Blowfish와 RC4를 최

1) https://blogs.nvidia.co.kr/2021/05/21/lhr/

신 GPU 상에서 최적 구현하였으며 2개의 서비스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

은 Blowfish의 패스워드 크래킹에서 발생하는 성능

저하이다. 해당 부분은 GPU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메모리 접근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AES 암호화의 경우 킷값에 의존적

인 정보는 44 바이트에 해당한다. 반면에 Blowfish

는 S-box가 킷값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4KB에 달하

는 정보가 요구된다.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GPU

상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해당 암호는 GPU

내성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GPU는 초창기 제안되던 시점부터 현

재까지 내부 연산자가 32-비트 단위로 동작하고 있

다. 이는 지금까지 GPU 성능 향상을 위해 코어의

수를 증가시키고 메모리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RC4의 경우

내부 연산자가 8-비트 단위로 동작하게 된다. 따라

서 간단한 연산자이지만 32-비트 프로세서 상에서의

연산은 비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PU에 대한 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32-비트 단위

가 아닌 8-비트 혹은 9-비트와 같이 연산이 비효율

적으로 수행되는 단위로 연산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

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신 GPU 상에서의 효율적인 암호

구현을 위한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며 이를

Blowfish와 RC4 암호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분

석해 보았다. 해당 암호 구현 결과를 토대로 하여

GPU 성능을 저하시키는 부분들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GPU 내성을 가지는 암

호 구현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

다. 추후 연구로는 GPU 내성을 가지는 암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러한 암호에 대한 GPU 최적화 기법

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Acknowledgment

이 논문은 부분적으로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8-0-00264, IoT 융합

형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 원천 기술 연구, 50%) 그

리고 부분적으로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540, GPU/ASIC 기반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265 -



암호알고리즘 고속화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50%).

참고문헌

[1] Earanky, K., Elmiligi, H., Rahman, M.

“GPU-acceleration of blowfish cryptographic

algorithm,” In 2015 IEEE Pacific Rim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Signal

Processing (PACRIM), pp. 507-512, 2015.

[2] Xue, P., Li, T., Dong, H., Liu, C., Ma, W.,

Pei, S. “GB-RC4: Effective brute force attacks on

RC4 algorithm using GPU,” In 2016 Seventh

International Green and Sustainable Computing

Conference (IGSC), pp. 1-6, 2016.

[3] Tezcan, C. “Optimization of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IEEE Access, 9, 67315-67326, 2021.

[4] Kim, H., Kim, K., Kwon, H., Seo, H.

“ASIC-Resistant Proof of Work Based on Power

Analysis of Low-End Microcontrollers,”

Mathematics, 8(8), 1343, 2020.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2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