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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처리율 파이프라인 LEA 설계

Design of the High Throughput Pipeline LEA 

이  철*․박 능 수† 

(Chul Lee․Neungsoo Park)

Abstract – As the number of IoT service increases, the interest of lightweight block cipher algorithm, which consists of 

simple operations with low-power and high speed, is growing. LEA(Le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is recently adopted as 

one of lightweight encryption standards in Korea. In this paper a pipeline LEA architecture is proposed to process large 

amounts of data with high throughput. The proposed pipeline LEA can communicate with external modules in the 32-bit I/O 

interface. It consists of input, output and encryption pipeline stages which take 4 cycles using a muti-cycle pipeline 

techniqu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pipeline LEA achieved more than 7.5 Gbps even though the key 

length was varied. Compared with the previous high speed LEA in accordance with key length of 128, 192, and 256 bits, the 

throughput of the pipeline LEA was improved 6.45, 7.52, and 8.6 times. Also the throughput per area was improved 2, 

1.82, and 2.1 times better than the previou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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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모바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클라우드 서비스와 융합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던 정보보호 기술들이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블록 암호 알고리즘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1, 2]의 경우 높은 보안 안정성 덕분에 국제표준으로 

널리 사용되어왔지만 높은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으로 인해 일

부 소형 디바이스에서 성능을 저하시켜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

다 가볍고 빠르면서 소형으로 구현 가능한 경량 블록 암호 알고

리즘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SPN 

(Substitution Permutation Network)기반 구조와 ARX(Addition, 

Rotation, Exclusive OR) 구조가 있다. SPN기반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AES와 마찬가지로 내부 연산을 구성하되 S-box와 

P-box를 축소시켜 사용한 대입, 순열 연산 등을 기본으로 한다. 

관련 블록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현재 ISO, IEC 표준으로 정의되

어 있는 PRESENT[4], SONY사에서 제안하여 일본에서 사용되

는 CLEFIA[5], CRYPTON 암호화 기법을 경량화한 mCrypton 

[6], AES암호 구조에서 키 스케줄(Key Schedule) 부분을 제외하

여 경량화시킨 LED(Light Encryption Device)[7], 기존 DES 

(Data Encryption Standard) 알고리즘에서 짧은 키 길이를 개선

한 DELSX[8], Revere Security 사에서 Enigma rotor machine

을 기반으로 구성한 HummingBird-2[9] 등이 있다. 반면, ARX 

구조는 연산량이 많은 S-box와 P-box의 사용을 배제하여 경량

성을 높이면서 간단한 사칙연산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라운드 수

를 증가시켜 보안 안정성을 확보했다. 관련 연구로는 non-linear 

boolean과 shift, XOR 연산으로 구성된 KATAN[10], OpenPGP 

표준에 채택된 Lai-Massey scheme구조의 IDEA(In ternational 

Data Encryption Algorithm)[11], NSA(National Security 

Agency)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Feistel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SIMON과 SPECK[12], steam cipher를 위해 개발된 Salsa[13]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추세에 따라 2013년 8월 경량 블록 

알고리즘 LEA(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16]을 발표

하였으며 12월에는 한국정보통신협회(TTA) 표준으로 등록되어 

기술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EA는 128비트 블록을 

입력으로 가지고 요구되는 암호화 레벨에 따라 128, 192, 256 비

트의 비밀 키를 선택할 수 있다. LEA는 또한 32비트 단위 

Addition과 Rotation, XOR 연산을 사용하는 ARX 구조로 구성되

어 자원 사용량이 적으면서도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한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최근에 암호화 표

준으로 발표된 LEA 암호 알고리즘의 효율적 연산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14, 15]. 

[14]에서는 크기를 작게 구현한 공간 중점 하드웨어와 빠른 성

능을 목표로 한 고속 처리 하드웨어를 각각 제시하였다. 특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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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처리 하드웨어의 경우는 블록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28비트의 입출력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하드웨어 모듈과 

128 비트 단위의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32 비트 

인터페이스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제시한 32비트 입출력을 하는 하드웨어의 경우 32비트 연산을 

기반으로 구현하고 연산모듈을 재사용하여 크기는 작게 하였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모듈의 경우 소형 디바이

스에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향후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

하여서는 보다 고성능의 암복호화 모듈의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암호화하기 위한 방

법으로 파이프라인 기법을 적용한 LEA 하드웨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파이프라인 구조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연

산에 4 사이클이 필요한 대신에 매 사이클에 32 비트 입출력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 외부 하드웨어 모듈과 보다 효과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6개의 암호화 스테

이지 뿐만 아니라 입력과 출력을 포함한 모든 파이프라인 스테이

지가 동일한 4 사이클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입출력을 암호화 

연산 단계에 숨김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하드웨어 기능 검

증과 성능평가를 위하여 제안한 파이프라인 LEA를 FPGA를 이

용하여 구현하였다. 실험을 통한 기존 고속 LEA 하드웨어와의 

비교에서 시간당 처리율의 경우 128 비트 키에서 6.45배, 192비

트 키에서 7.52배, 256비트 키에서 8.6배 향상하였음을 확인하

였으며, 면적 대비 시간당 처리율도 128비트 키에서 2배, 192비

트 키에서 1.82배, 256비트 키에서 2.1배로 향상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LEA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

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파이프라인 LEA에 대해 설명한

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따른 기존 고속 LEA하드웨어와의 성

능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Lightweight Block Encyrption Algorithm(LEA)

2.1 LEA 알고리즘

LEA[16]은 128비트 평문(암호문)을 입력 받아 128비트 암호

문(평문)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LEA는 S-Box와 같은 복잡한 

연산을 배제하고 32 비트 워드 단위의 Addition, Rotation, 

Exclusive OR 세 가지 연산만으로 구성하여 이 연산들을 적절하

게 배치함으로써 경량화하였다. Fig. 1은 LEA의 암․복호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Roundenc와 Rounddec는 각각 암호화 

라운드 함수와 복호화 라운드 함수,  ≤≤는 i번째 암호

화(복호화) 함수에 입력되는 128비트 변수, 와 는 각

각 암호화 라운드 키와 복호화 라운드 키, Nr은 반복되는 라운

드 수를 나타낸다. LEA는 128, 192, 256비트의 세 가지 키 길이

를 지원하고 키 길이에 따라 24, 28, 32번 암호화(복호화) 라운드 

함수를 반복하여 계산한다. 각 라운드 함수에는 키 스케줄을 통

해 생성된 암호화(복호화) 라운드 키가 사용되며 라운드 키는 반

복되는 라운드 수만큼 존재한다. 

그림 1 LEA 암․복호화 과정

Fig. 1 Encryption and Description Process of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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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EA 라운드 함수

Fig. 2 Round Function of LEA

Fig. 2는 LEA의 라운드 함수를 도식화한 것으로 사용된 

연산자는 32 비트 연사자로 田은 Moduler Addtion, ⊕은 

XOR, ROR과 ROL은 각각 Rotation Right와 Rotation Left 

연산을 나타낸다. 는 i번째 라운드에 입력되는 변수로 

         , 
는 i번째 라운드에 사용되

는 192비트 라운드 키로 
=(

[0], 
[1], 



[2], 
[3], 

[4], 
[5])를 나타낸다. 키 스케줄에

서 생성되는 라운드 키 
는 비밀키의 길이에 관계없이 192

비트로 일정하다. 128비트 라운드 키의 경우 
=(

[0], 


[1], 

[2], 
[1], 

[3], 
[1])와 같이 

일부 키를 재사용하고, 256비트 키의 경우 
=

(
mod , 

mod , 
mod , 


mod , mod , mod)

와 같이 라운드에 따라 일부 키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LEA에서 

키 스케줄은 입력된 비밀키와 상수를 32비트 단위로 더하여 일

정횟수 Rotation하여 비밀키를 생성한다. 상수는 키 스케줄 내부

에 저장되어 있는 상수를 일정횟수 Rotation 시킴으로써 생성해

주며 키 길이에 따라 32비트 4, 6, 8개가 사용한다. 

2.2 LEA 하드웨어 관련 연구

LEA는 최근에 전용 하드웨어 구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이 되고 있다[14, 15]. [14]에서는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고

속 LEA 하드웨어 구조와 크기를 소형화하는 공간 중심 LEA 하

드웨어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중 공간 중심 LEA 하드웨어는 라

운드 연산에 사용되는 32비트 덧셈 모듈을 하나로 제한함으로써 

32비트 단위의 작은 입출력으로 모듈 구현이 가능하면서 전체 

면적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공간 중심 LEA 하드웨어는 사이클 

당 32비트 연산만을 수행하여 하나의 라운드를 여러 사이클 동

안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고속 LEA 모듈은 128 비트 데이터를 한 사이클에 처리하기 위

하여 한 라운드에 필요한 모든 32비트 연산들을 동시에 수행함

으로써 암호화 속도를 향상시켰다. 고속 LEA 하드웨어는 1 라운

드를 1 사이클에 처리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 번에 128비트 단위

의 입출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하드웨어 모듈과

의 연동에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터페이스를 32

비트 단위로 변경하면 추가 지연 시간이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LEA 하드웨어는 32비트 입출력 단위를 가지는 대신 속도

가 느리거나 빠른 대신 128비트 입출력 단위를 가지는 단점이 

있다. [15]는 공간 중심의 LEA 하드웨어를 기초로 하여 암·복호

화 연산이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되도록 설계하였으나 속도가 느

린 단점이 있다.

3. 파이프라인 LEA

128 비트 평문 블록을 암호화하여 128 비트의 암호문을 빠르

게 생성하는 고속 LEA 하드웨어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입출력

이 128 비트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경우 기존의 CPU 등 외부 하드웨어 모듈과 연동하기 위

하여 128 비트의 입출력 버스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모

듈과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입출력 단위를 32비트 단

위로 변경할 경우 추가 시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생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입출력 폭을 32 

비트 단위로 하면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암호화(복호화)하기 위하

여 파이프라인 기법의 LEA 하드웨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파이프라인 LEA 하드웨어는 기존의 하드웨어와 같이 라운드 블

록, 키 스케줄 블록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파이프라인 기법으

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파이프라인의 효율적인 연산을 위

하여 키 스케줄 블록의 경우 각 연산에 사용되는 라운드 키를 

on-the-fly 방식으로 생성하여 적용한다. 먼저 128 비트 키를 가

지는 파이프라인 LEA 하드웨어를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192 

비트와 256 비트 키를 가지는 파이프라인 LEA로 확장하고자 

한다.

3.1 128 비트 파이프라인 LEA 하드웨어

파이프라인 LEA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각 파이

프라인 스테이지가 균등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성능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먼저 파이프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처리 방식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파이프

라인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파이프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고속 128 비트 LEA는 암호화를 위하여 128 비트 블록 단

위의 24 라운드 연산을 필요로 하여 최소 24 사이클이 요

구된다. 만일 입출력을 32 비트 단위로 구성을 할 경우 Fig. 3(a)

와 같이 입력을 위하여 4 사이클 그리고 출력을 위하여 4 사이

클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128 비트 블록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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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하기 위하여 매번 32 사이클이 요구된다. 이를 파이프라인으

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4개의 사이클을 하나의 파

이프라인 스테이지에서 처리하도록 정의하는 멀티 사이클 파이프

라인 기법을 제안한다. 입력과 출력은 하나의 파이프라인 스테이

지로 정의하고 암호화 과정을 6개의 암호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EPS: encryption pipeline stage)로 나누어 Fig. 3(b)와 같이 총 

8개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로 구성한다. 따라서 각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의 소요시간이 균등하게 4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어 불필

요한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출력에 처리되는 시간과 암호화 

연산에 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감출 수 있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4는 제안된 파이프라인 LEA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제안

된 파이프라인 LEA는 각 암호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처리하

기 위한 EPS Block(Encryption Pipeline Stage Block), IS(Input 

(a) non-pipeline process

(b) pipeline process

그림 3 32비트 입출력을 가진 128비트 LEA 프로세스

Fig. 3 128-bit LEA process with 32-bit I/O

그림 4 파이프라인 LEA 구조

Fig. 4 Architecture of pipeline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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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암호화 파이프라인 단계(EPS) 블럭

Fig. 5 Encryption pipeline stage(EPS) block

Stage) Block, 그리고 OS(Output Stage) Block으로 구성되어 있

다. 파이프라인 LEA의 IS Block은 매 사이클 32 비트의 입력을 

받아 저장을 하여 128 비트의 블록을 형성하며, OS Block은 암

호화된 결과를 매 사이클마다 32 비트씩 출력을 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EPS Block은 실질적인 암호화 연산이 이루어지는 모듈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EPS Block은 Multiplexer와 Round 

Block 그리고 Stage Register, 그리고 Stage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다. Fig. 5와 같이 i-번째 EPS Block을 가정하

여 보자. 이 경우 이전 단계로 부터 EPS_Cipher_text(i)과 

EPS_Round_key(i)를 데이터 입력으로 받고 Stage_start(i)

을 제어신호로 받게 된다. 하나의 파이프라인 단계에서는 4

개의 라운드 연산을 반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Multiplexer를 이용하여 내부의 Stage Register에 저장된 

값이나 이전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서 전달되는 결과값을 

선택하여 Round Block의 입력으로 전달하게 된다. Round 

Block은 라운드 연산을 하는 라운드 함수 모듈과 이때 필요

로 하는 라운드 키 값을 on-the-fly 방식으로 계산하는 

Key Scheduler로 구성하였다. Round Block에서 계산된 결

과 값은 Stage Register에 저장하게 된다. Stage Register에

는 암호화 결과를 저장하는 Cipher Stage Register와 

On-the-fly 키 스케줄을 지원하기 위한 Key Stage 

Register로 구성되어 있다. Stage Register에 저장된 값은 

Multiplexer를 통하여 Round Block의 입력으로 (i+1)번째 

EPS Block의 입력으로 전달된다. Stage Controller는 이전 

(i-1)번째 EPS 블록으로부터 Start_start(i) 신호를 받아서 

(i)번째 EPS 블록이 동작하도록 한다. Stage Controller는 

암호화 라운드 연산이 4번 실행되는지를 판단하며 이때 필

요한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Multiplexer, Round Block, 그리

고 Stage Register를 제어한다. 라운드 연산이 4회 완료되

면 Start_start(i+1) 신호를 생성하여 (i+1)번째 EPS 블록이 

동작하도록 전달한다.

3.2 파이프라인 LEA의 키 확장과 성능 분석

LEA의 평문 블록의 크기는 128 비트로 동일하지만 키 길이는 

128, 192, 256 비트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라운드 수는 

24, 28, 그리고 32 라운드로 증가된다. 따라서 192 비트와 256 

비트 키를 사용하는 LEA의 경우에도 라운드 연산 수가 모두 4의 

배수이므로 이들을 위한 EPS 수는 7 스테이지와 8 스테이지로 

확장할 수가 있다. 이때 각 라운드 함수에 사용되는 라운드 키의 

경우 모두 192 비트로 동일하므로 LEA의 라운드 연산은 키 길

이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키가 192, 256으로 확장되어도 

EPS Block의 Round Function과 Stage Register는 128비트 

LEA와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다. 키 스케줄은 키 길이에 관계없

이 192비트의 일정한 라운드 키를 생성하기 위해 128 비트 키의 

경우 2.1절에서와 같이 일부를 중복 사용하여 라운드 키로 사용

하지만, 192 비트 키의 경우에는 키 모두를 라운드 키로 사용하

며 256 비트 키의 경우 키의 일부를 선택하여 라운드 키로 사용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92 비트와 256 비트 키의 LEA 경우 

EPS Block의 Key Scheduler에 키 연산 로직을 추가하고 Key 

stage Register는 매 라운드의 라운드 키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각각 192비트와 256비트로 확장한다.

LEA 구현의 경우 구현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14]. Table 1은 키 길이와 입출력 버스 구조 변

화에 따른 LEA 이론적 성능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N은 

128 비트 평문 블록의 수를 나타낸다. [14]에서 제안된 고

속 LEA는 128 비트 입출력 버스를 이용하여 구현하도록 

제안이 되었으며 이때 N 개의 평문 블록을 암호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을 로 나타낸다. 키가 128 비트인 경우 

한 라운드 연산 당 하나의 사이클이 필요하여 총 24 사이클이 

소요된다. 따라서 키가 192, 256인 경우에 그 시간도 28과 32이 

사이클이 소요된다. 는 이러한 구조를 32 비트 입출력으

로 전환할 경우 암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앞에 분석에서와 같이 128 비트의 평문입력과 128 비트 암호문 



Trans. KIEE. Vol. 64, No. 10, OCT, 2015

고처리율 이 라인 LEA 설계              1465

표 1 다양한 LEA 구현 결과 성능 분석

Table 1 The performance analysis of various LEA imple- 

mentations

Key    
128 × × ×× ×

192 × × ×× ×

256 × × ×× ×

그림 6 128비트 키 파이프라인 LEA 시뮬레이션 결과

Fig. 6 Simulation results of an implemented pipeline LEA using 128bits key

출력을 위하여 각각 4 사이클씩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14]는 

작은 크기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사이클 당 32비트 연

산을 하도록 구현한 공간 중심의 LEA도 제안하였다. 이 구현은 

한 라운드에 3-6 사이클을 필요로 하며 전체적인 암호화 시간

()도 이에 비례하게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이프라

인 LEA의 암호화 시간( )는 입출력 버스 크기가 32비트 

이며 첫 평문이 암호화 된 후 매 4 사이클마다 암호문을 출력하

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안한 파이프라인 LEA는 키 길이에 관계

없이 일정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파이프라

인을 적용하지 않은 고속 LEA와 비교할 때 이론적으로 128비트 

키의 경우 약 6배, 192비트 키의 경우 약 7배, 256비트 키의 경

우 약 8배의 속도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 실  험

모든 구현은 Xilinx의 ISE Design Suit Ver. 14.7을 사용하여 

Register Transfer Level(RTL)의 VHDL로 개발되었다. 개발 칩은 

Xilinx Vertex 5 Series XC5vfx70T을 사용하였다. 구현한 128비

트 파이프라인 LEA 모듈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TTA) 표준문서[16]에 표시된 참조구현 값인 16진수 

128비트 평문 “10111213 14151617 18191a1b 1c1d1e1f”와 16진

수 키 “3c2d1e0f 78695a4b b4a59687 f0e1d2c3”을 사용하였으며 

암호화 결과로 문서와 같이 16진수 128비트 암호문 

“354ec89f 18c6c628 a7c73255 fd8b6404”가 출력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a) Results verification

(b) Functional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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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위 시간당 처리량에 따른 LEA 구현 결과

Table 2 Throughput of LEA implementations

Key(bits)
Latency 

(cycles)

Max. Frequency 

(MHz)

Max. Throughput 

(Mbps)

Throughput@200MHz 

(Mbps)

LEAspeed128

128  24 218.25 1164.00 1066.66

192  28 218.70  999.75  914.29

256  32 218.70  874.78  800.00

LEAarea

128  96 255.98  341.31  266.67

192  84 199.27  303.65  304.76

256 192 269.80  179.86  133.33

LEApipeline

128  24 234.55 7505.47 6400.00

192  28 235.06 7521.98 6400.00

256  32 235.06 7521.98 6400.00

표 3 총면적에 따른 LEA 구현 결과

Table 3 Area of LEA implementations

Key(bits)
Area

FFs LUTs Slices

LEAspeed128

128  389  614  719

192  517  936  913

256  646 1066 1250

LEAarea

128  400  366  506

192  526  440  670

256  649  549  816

LEApipeline

128 1950 2513 2764

192 2734 3378 3792

256 3634 4365 5121

Fig. 6(a)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파이프라인 LEA 암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6(b)를 통하여 하나의 블록을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시간(latency)으로 32 사이클이 소요

되지만 그 후 매 4 사이클마다 다음 암호문이 출력되는 것

을 확인하여 설계된 파이 프라인 LEA 하드웨어 모듈이 제

안한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또한 이론적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는 키 길이 변화에 따른 LEA 하드웨어의 단위 

시간당 처리량(Throughput)을 나타낸 것이다. LEApipeline은 

제안한 파이프라인 LEA를 나타낸 것이고 LEAspeed128와 

LEAarea는 각각 [14]에서 제안된 128 비트 입출력 버스를 

사용하여 구현한 고속 LEA 하드웨어와 32비트 단순 연산 

모듈만을 사용하여 구현한 공간 중심 LEA 하드웨어를 나타

낸다. Latency는 한 블록을 암호화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한 

사이클 수를, Max. Frequency는 구현된 모듈이 FPGA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주파수를, Max. Throughput은 최대 주

파수를 이용할 경우 단위시간 당 처리량을 나타내고 있다. 

LEApipeline의 최대 주파수는 모두 약 235 MHz정도로 

LEAarea와 비교했을 때 192비트 키에서만 35MHz 가량 증

가되고 나머지 키에서는 각각 21MHz, 35MHz 가량 감소된 

것을 확인 가능했으며 LEAspeed128와 비교했을 때는 최소 모

든 키에서 15MHz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

대 단위 시간 당 처리량은 LEAarea에 비해 128비트 키에서 

22배, 192비트 키에서 24.77배, 256비트 키에서 41.82배 

증가되었으며 LEAspeed128에 비해서도 128비트 키에서 6.45

배, 192비트 키에서 7.52배, 256비트 키에서 8.6배로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LEAarea와 LEAspeed128은 

키 길이의 증가에 따라 그 처리량이 감소되는 반면 제안한 

LEApipeline은 키 길이의 증가에 따라 latency는 LEAspeed128와 

같이 증가하나 Max. Throughput은 키 변화와 관계없이 모

두 7.5Gbps 이상의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주파수를 200MHz로 일정하게 고정할 경우, Table 1의 

성능 분석 결과와 같이 파이프라인 LEA 하드웨어가 기존 

고속 LEAspeed128 하드웨어보다 128비트 키의 경우 6배, 

192비트 키의 경우 7배, 256비트 키의 경우 8배만큼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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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EA의 면적 대비 처리량

Fig. 7 Throughput per area of LEA implementations

길이에 변화에 따른 LEA 구현결과의 총면적(Area)을 비교

한 것이다. FPGA 상에서 구현된 크기는 사용된 Flip 

Flop(FF)의 수와 Look Up Table(LUT)의 수, 그리고 FF와 

LUT를 포함하고 있는 슬라이스(slice)의 총수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FPGA 상에서 하드웨어 모듈이 차지하는 총면

적은 슬라이스의 수를 의미한다. 각 모듈의 면적은 LEAarea

가 가장 작고 LEApipeline이 가장 큰 면적 차지하고 있다. 이

는 LEAarea와 비교하였을 때 128비트 키에서 5.46배, 192비

트 키에서 5.66배, 256비트 키에서 6.28배 크며, 

LEAspeed128과 비교하면 128비트 키의 경우 3.84배, 192비트 

키의 경우 4.15배, 256비트 키의 경우 4.1 배 증가된 수치

이다.

 Fig. 7은 키 길이에 변화에 따른 LEA 구현결과의 면적 대비 

처리량(Throughput/Area: TpA)을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다. 면적 

대비 처리량은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 당 처리 가능한 데이터양

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구현의 방식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므

로, 이 지표는 크기 비용에 따른 성능의 향상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면적 대비 처리량에서는 LEApipeline이 가장 

효율이 뛰어났다. LEAarea와 비교하였을 때 128비트 키에서 4.06

배, 192비트 키에서 4.4배, 256비트 키에서 6.68배로 4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LEAspeed128과 비교하였을 때는 128비트 키

에서 2배, 192비트 키에서 1.82배, 256비트 키에서 2.1배로 

LEApipeline이 평균적으로 약 2배가량의 효율이 증가하였다. 면적대

비 처리량을 통해 비교한 LEApipeline의 키에 따른 효율은 128비트 

키가 2.72로 다른 키들에 비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의 길이가 증가됨에 따라 192비트 키에서 1.98, 256비트 키에

서 1.47로 약 1.35배씩 감소되었다. 이것은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 

약 7500MHz로 키와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에 비

해 각 모듈의 총면적은 라운드 수 증가에 따른 파이프라인 단계

가 늘어남에 따라 1.35배씩 증가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LEAspeed128과 LEAarea는 키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른 면적의 증가

가 LEApipeline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Throughput이 

더 많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면적 대비 처리량은 더 급격히 낮아

졌다. 결과적으로 LEApipeline은 사용하는 라운드 연산 모듈과 키 

스케줄 모듈의 증가로 총면적이 LEAarea 보다 약 6배, LEAspeed128

보다 약 4배 증가되었으나, 성능은 LEAarea 보다 최소 22배에서 

최대 40배까지, LEAspeed128 보다 6~8배 정도 증가되어 전체적인 

효율은 LEAarea와 비교할 경우 3~7배가량, LEAspeed128보다 약 2배

가량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암호화하기 위한 방

법으로 파이프라인 기법의 LEA 하드웨어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파이프라인 LEA는 입력과 출력 그리고 각 암호화 파이프라인 스

테이지 시간을 균등하게 하여 파이프라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4사이클로 구성한 

멀티 사이클 파이프라인 구조로 설계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처리 

지연 시간이 지난 후 매 4 사이클마다 128 비트의 암호문을 출

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된 파이프라인 LEA가 키 길

이와 관계없이 모두 7.5 Gbps의 처리율을 달성하였으며 기존 고

속 LEA하드웨어와 비교하였을 때 128비트 키에서 6.45배, 192비

트 키에서 7.52배, 256비트 키에서 8.6배 향상하였다. 비록 키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가 커져서 파이프

라인 LEA의 크기가 함께 증가하였지만, 면적 대비 처리율은 파

이프라인 LEA가 기존 고속 LEA 구현 보다 128비트 키에서 2배, 

192비트 키에서 1.82배, 256비트 키에서 2.1배 증가되어 파이프

라인 LEA가 기존 고속 LEA보다 약 2배가량 효율이 향상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IoT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발

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암복호화하기 위한 기술로 

사용될 수 있으나 향후 IoT와 웨어러블 환경의 소형 디바이스에

서도 효율적으로 암복호화 할 수 있는 저전력 LEA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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