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8 : 1471~1479 Aug. 2017

32-비트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 기반의 2,048 비트 RSA 공개키 
암호 프로세서

조욱래 · 신경욱*

2,048 bits RSA public-key cryptography processor based on 32-bit 
Montgomery modular multiplier

Wook-Lae Cho · Kyung-Wook Shin*

School of Electronic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Kyungbuk 39177, Korea

요  약

2,048 비트의 키 길이를 지원하는 RSA 공개키 암호 프로세서를 설계하였다. RSA 암호의 핵심 연산인 모듈러 곱

셈기를 워드 기반의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모듈러 지수승 연산은 Left-to-Right(LR) 이
진 멱승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모듈러 곱셈에  8,448 클록 사이클이 소요되며, RSA 암호화와 복호화에 

각각 185,724 클록 사이클과  25,561,076 클록 사이클이 소요된다. 설계된 RSA 암호 프로세서를 Virtex 5 FPGA로 구

현하여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0.18 ㎛ CMOS 표준셀을 사용하여 100 MHz의 동작 주파수로 합성한 결과, 
RSA 암호 프로세서는 12,540 GE로 구현되었고, 12 kbit의 메모리가 사용되었다. 동작 가능한 최대 주파수는 165 
MHz로 평가되었으며, RSA 암호화, 복호화 연산에 각각 1.12 ms, 154.91 ms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esign of RSA public-key cryptography processor supporting key length of 2,048 bits. A 
modular multiplier that is core arithmetic function in RSA cryptography was designed using word-based Montgomery 
multiplication algorithm, and a modular exponentiation was implemented by using Left-to-Right (LR) binary 
exponentiation algorithm. A computation of a modular multiplication takes 8,386 clock cycles, and RSA encryption 
and decryption requires 185,724 and 25,561,076 clock cycles, respectively. The RSA processor was verified by FPGA 
implementation using Virtex5 device. The RSA cryptographic processor synthesized with 100 MHz clock frequency 
using a 0.18 um CMOS cell library occupies 12,540 gate equivalents (GEs) and 12 kbits memory. It was estimated that 
the RSA processor can operate up to 165 MHz, and the estimated time for RSA encryption and decryption operations 
are 1.12 ms and 154.91 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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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교류를 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

가 도래함에 따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IoT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홈/

가전,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장 활

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IoT 기술의 활성화 및 신규 서비

스 창출을 위해 정보보안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적 요소이며, 정보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치명

적인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암호기술들이 사용되고 있

으며, 대칭키 암호(symmetric key cipher), 해시(hash), 

공개키 암호(public key cryptography) 등을 이용한 무

결성(integrity), 기밀성(confidentiality), 사용자 및 기기 

간의 인증(authentication), 키 분배(key distribution) 기

술이 IoT 보안의 핵심요소이다. IoT 디바이스는 CPU 

성능, 메모리 크기, 소비 전력 등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

므로, 기기의 성능과 보안 강도를 고려한 경량암호 기

술이 필요하다[1]. 

최근 IoT, RFID의 보안에 적합하도록 제안된 대칭키 

방식의 경량 암호(lightweight cryptography) 알고리듬

으로 PRESENT[2], LEA[3] 등이 있으며, 이들 대칭키 

알고리듬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및 기기 

간 인증과 키 분배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개

키 암호와 비밀키 암호는 정보보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송·수신자 간의 인증, 키 분배, 무 결

성 검증 등을 수행하는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으로는 

RSA(Rivest, Shamir, Adleman)[4]와 타원곡선 암호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5] 알고리듬 등이 

있다. RSA의 안전성은 두 개의 큰 정수를 곱한 수의 인

수분해가 어려운 점에 기반을 두며, ECC는 타원 곡선 

군의 이산대수 문제에 안정성을 둔다. RSA 공개키 암

호는 많은 국제기구에서 표준으로 지정하고 있고 산업 

표준으로도 권장되고 있으며, 현재 에너지/건설/제조/

환경·재난/교통/헬스케어/스마트 홈 등 분야별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2011년부터 2,048 비트 이상의 키 길이를 지원하는 

RSA 암호를 권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48 비트의 키 길이를 지원하는 

RSA 공개키 암호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FPGA 구현을 

통해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Ⅱ장에서는 RSA 공

개키 암호 알고리듬을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RSA 암호

의 핵심 연산인 모듈러 곱셈 알고리듬에 관해서 설명하

며, Ⅳ장에서 RSA-2048 프로세서 설계에 대해 설명한

다. 설계된 RSA 프로세서의 기능검증과 FPGA 검증 결

과는 Ⅴ장에 서술했으며,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4]

Rivest, Shamir, Adleman에 의해 개발된 RSA는 공개

키 암호 중 하나로, 암호화, 전자서명, 인증 등의 정보보

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RSA 알고리듬의 안정

성은 두 개의 큰 소수(prime number)의 곱에 대한 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RSA 알고리

듬의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 과  , 그리

고 개인키 는 다음의 과정으로 생성된다.

·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수 ,  (단, ≠)를 선택한다.

· 두 소수의 곱 ∙를 구한다.

·   ∙를 구한다.

· 정수   (단,   이고, 와 은 서로소)를 

찾는다.

 · ∙  mod 를 만족하는 정수 를 구한다.

 

암호화 연산에 필요한 ( , )은 공개키로 사용되고, 

복호화 연산에 필요한 는 개인키이며, 타인에게 노출

되지 않아야 한다. 식 (1)은 공개키 ( , )를 사용하여 

평문 을 RSA 암호화하여 암호문 가 생성되는 연산

을 나타낸다. 식 (2)는 개인키 를 사용하여 암호문 

를 복호화하여 평문 이 생성되는 연산을 나타낸다. 

    mod                            (1)              

    mod                            (2)

식 (1)과 식 (2)에 의하면, RSA 암호화/복호화는 모

듈러 멱승(modular exponentiation) 연산으로 수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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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멱승 연산은 반복적인 모듈러 곱셈으로 구현된

다. 일반적으로 RSA 암호체계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

해서는 키 길이가 2,048 비트 또는 3,072 비트로 매우 

커야 한다. 큰 정수에 대한 반복적인 모듈러 곱셈은 연

산 시간이 길고, 하드웨어 복잡도가 크다. 따라서 RSA 

공개키 암호의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서는 모

듈러 곱셈 및 멱승 알고리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Ⅲ.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알고리듬[6]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의 핵심 연산인 모듈러 곱

셈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듬들이 연구되었으며, 그 중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알고리듬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은 기본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알고리듬의 

슈도코드(pseudo code)를 나타내며, 모듈러 곱셈을 나

눗셈이나 반복적인 뺄셈 없이 단순 덧셈과 시프트 연산

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 큰 정수 와 에 대한 몽고메

리 모듈러 곱셈 알고리듬은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입

력 와 는  보다 작고, 과 은 서로 소이며, 

의 범위는   이다. 여기서 는 키 길이를 

나타낸다.

  ∙∙mod                       (3)

 

그림 1의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은 승수의 최하위 비

트(LSB)부터 1 비트 단위로 스캔하여  비트의 가산이 

수행되며, 시프트를 통하여 리덕션(reduction)을 한다. 

이를 직접 하드웨어로 매핑하여 구현하는 경우,  비트

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RSA에서 키 길이 는 1,024 

비트, 2,048 비트 또는 3,072 비트로 매우 큰 값을 가지

므로,  비트의 레지스터는 큰 하드웨어 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비트 가산의 캐리전파 경로에 의한 지연

이 매우 커지게 되며, 가산 과정의 캐리 지연을 고려하

여 데이터패스를 작게 분할하여 구현하면 소요 사이클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 몽고메리 모듈

러 곱셈 알고리듬을 하드웨어로 직접 매핑하여 구현하

면 회로 성능이 저하된다. 

모듈러 곱셈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구현 

방법들이 발표되었으며, 수정형 Booth 기반 몽고메리 

곱셈 [7, 8], High-Radix 몽고메리 곱셈 [9-11], Koc [12]

이 발표한 5가지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듬의 CIOS 

(Coarsely Integrated Operand Scanning) [13], FIPS 

(Finely Integrated Product Scanning) [14] 등이 있다. 수

정형 Booth 알고리듬은 기본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듬

에 비해 연산량이 감소되나,  비트 레지스터를 사용해

야 하는 점은 동일하여 많은 하드웨어 자원을 필요로 

한다. Koc [12]이 발표한 5가지 곱셈 알고리듬(SOS, 

Fig. 1 Montgomery modular multiplication algorithm Fig. 2 Word-based Montgomery multiplic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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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S, FIOS, FIPS, CIHS)의  경우, SOS를 제외한 나머

지 4가지 알고리듬은 성능이 비슷하며, 메모리의 활용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는 워드 기반(word-based) 몽고메리 모듈러 곱

셈 알고리듬의 슈도코드를 나타내며, FIOS와 형태가 

유사하다[8]. 각각의  비트 정수(,  , )를   비트

의 워드   개로 분할하여 연산을 진행한다. 두 개의 반

복 루프로 구성되며, 외부 반복루프에서는 승수를 워드 

단위로 스캔하여 내부 반복루프에 사용될 부분곱

(partial product)을 생성한다. 내부 반복루프에서는 매 

반복마다 부분곱의 가산과 리덕션이 연산된다. 

식 (3)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 알고리듬의 곱셈 결과는 을 포함하므로, 매 

곱셈 연산마다 을 곱해서 을 제거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전처리 매

핑(mapping)과 후처리 역매핑(re-mapping)을 적용하면, 

몽고메리 곱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 

를 각각   mod 과   mod 으로 매핑하고, 매

핑된 두 수를 몽고메리 곱셈하면   mod 이 얻어

진다. 최종적으로,   mod 을 역매핑하면 모듈러 

곱셈 결과   mod 이 얻어진다. 

             

Ⅳ. RSA-2048 프로세서 설계

4.1. 전체 구조 

그림 4-(a)는 2,048 비트의 키 길이를 지원하는 

RSA-2048 프로세서의 전체 구조이며,  WMM(Word- 

based Montgomery Multiplier) 블록, 제어블록, 2,048 

비트 메모리 6개로 구성된다. 메모리 KeyM은 2,048 비

트의 키(공개키 또는 개인키) 값을 저장하며, 메모리 

Msg는 입력 평문/암호문 메시지를 저장한다. WMM 블

록은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을 32 비트 단위로 연산하며, 

그 중간 결과는 메모리 MMz에 저장된다. 메모리 RSAt

는 RSA 암호화/복호화의 중간 결과를 저장한다. 메모

리 RsqrN은 매핑인자  mod을 저장하며, 메모리 

modN은 모듈러 상수 을 저장한다.

RSA-2048의 동작 타이밍 도는 그림 4-(b)와 같다. 매

핑 인자  mod, 모듈러 상수 , 공개키/개인키, 그

리고 평문/암호문이 각각 32 비트 단위로 64 클록 주기

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력되어 해당 메모리에 저장된다. 

데이터 입력이 완료된 후, mm_start 신호에 의해 전처

리 매핑, 모듈러 멱승 연산, 역매핑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어 RSA 암호 또는 복호 연산이 수행된다. 연산이 완

료되면, 암호/복호문이 32 비트 단위로 64 클록 주기 동

안 out_en 신호와 함께 출력된다.

4.2. L-R 이진 모듈러 멱승 연산 

멱승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듈러 

곱셈을 지수만큼 반복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RSA 

암호화/복호화 연산의 지수에 해당하는 키는 1,024, 

2,048 또는 3,072 비트로 매우 큰 정수이므로, 모듈러 

곱셈을 지수만큼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멱승

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알고리듬은 이진 방법(binary 

Fig. 3 Mapping and re-mapping process for Montgomery 
modular multiplication

(a)

(b)
Fig. 4 (a) Overall architecture and (b) timing diagram 
of the RSA-2048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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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m-ary 방법,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방법 등이 있으며, 이진 방법은 추가적인 레지스터가 

필요하지 않아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진 방법은 지수를 최상위 비트(MSB)부터 스캔하

는 L-R(Left-to-Right) 알고리듬과 최하위 비트(LSB)부

터 스캔하는 R-L(Right-to-Left) 알고리듬으로 구분된

다. R-L 알고리듬은 연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장점

이 있지만, 두 배의 하드웨어 자원을 필요로 한다. 본 논

문에서는 하드웨어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L-R 알고

리듬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5는 L-R 이진 멱승 연산 알고리듬의 슈도코

드이다. 은 메시지이며,  mod는 매핑을 위

한 매핑 인자이다. 단계-1과 -2는 몽고메리 곱셈을 위

해 과 ‘1’을 초기 매핑하는 단계이며, 단계-3~8은 

키를 MSB부터 스캔하여 조건에 따라 몽고메리 곱셈

기를 사용하여 제곱 연산과 곱셈 연산을 반복하는 단

계이다. 단계-9는 몽고메리 곱셈을 마치고 최종 결과

값 mod을 얻기 위한 역매핑 과정이다. 

RSA-2048 프로세서의 제어블록은 그림 6의 상태 

천이도를 갖는 유한상태머신(finite state machine)으로 

설계되었다. Cons_in 상태에서 모듈러 상수 , 개인키 

또는 공개키 값, 매핑인자  mod 등을 입력받고, 

Msg_in 상태에서 평문/암호문을 입력받는다. Start 상

태를 거쳐 Msg_mapping, R2_mapping 상태로 천이된

다. 일반적으로, RSA의 암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 는 

개인키에 비해 매우 작은 비트(통상, 17 비트 정도를 사

용함)의 정수가 사용되므로, 공개키 의 비트 수를 확

인하기 위해 Key_scan 상태를 거친다. Key_scan 상태

에서는 메모리 KeyM에 저장된 키 값의 MSB부터 스캔

하여 ‘1’이 처음 나오는 비트 위치를 찾는다. Key_scan

을 위해 약 2,000 사이클 정도 소요되지만, 수십~수백만 

사이클이 소요되는 RSA 연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

우 낮으므로, RSA 연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

다. Key_scan 상태에서 키 길이가 확인되면, Square 상

태로 천이되어 그림 5의 L-R 이진 방법에 의해 멱승 

연산이 시작된다. 메모리 KeyM에 저장된 공개키 또는 

개인키의 비트별 값에 따라 Square 상태에서 제곱 연

산(그림 5의 단계-4)과 Multiply 상태에서 곱셈 연산

(그림 5의 단계-6)을 반복한다. 멱승 연산이 완료되면 

Remapping 상태로 천이되며, 역매핑 후에는  Text_out 

상태로 천이되어 최종 암호문 또는 평문을 출력한다.  

Fig. 5 Left-to-right binary method for modular exponentiation

Fig. 6 State transition diagram for computing exponentiation Fig. 7 Word-based Montgomery multiplier(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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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워드 기반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

입력 ,  , 을 받아 모듈러 곱셈을 계산하여 

  mod을 출력하는 워드 기반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기(WMM)의 내부 구조는 그림 7과 같으며, 

32 비트 레지스터 8개와 Mul_add 블록으로 구성된다. 

Mul_add 블록은 그림 2의 슈도코드가 나타내는 연산을 

수행하며, Mul_add의 출력 64 비트 중, 상위 32 비트는 

Ca 또는 Cb 레지스터에 저장되고, 하위 32 비트는 xi 또

는 Z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WMM 블록은 그림 8의 상태 천이도에 의해 그림 2

의 모듈러 곱셈 연산을 수행한다. mm_start 신호에 의

해서 곱셈 연산이 시작되며, Initial_add 상태에서 

와 로부터 와 가 계산되며, Rdt_factor 상태는 내

부 루프에서 사용될 리덕션 계수를 생성한다. Initail_rdt 

상태에서 리덕션 연산에 사용될 와 가 계산된 후, 

내부 루프에 해당하는 PP_add와 Rdt 상태로 천이된다. 

내부 루프에서는 부분곱 가산과 리덕션 연산이 차례로 

수행되고, 번 반복 후에 Carry_add 상태로 천이되

며, 캐리를 가산하여 와 에 저장한다. 외부 루프의 

번 반복 연산을 위해 Carry_add 상태에서 Initial_add 상

태로 천이하며, Outloop_cnt의 값이 가 되면 곱셈기의 

출력 값과 모듈러 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Comp 상태

로 천이한다. Comp 상태에서는 곱셈기의 출력 값인 

와 모듈러 을 상위 32 비트부터 비교를 시작하며, 

이면 Idle 상태로 천이되고, 이면 Sub 상태

로 천이되어 하위 32 비트부터 와 에 대한  뺄셈이 

시작된다. 곱셈기 연산이 종료 되어 Idle 상태로 천이될 

때, mm_end 신호가 생성되어 다음 mm_start 신호가 입

력될 때 까지 Idle 상태를 유지한다. 모듈러 곱셈에  

8,448 클록 사이클이 소요된다.

Ⅴ. 기능검증 및 FPGA 구현

Verilog HDL로 설계된 RSA-2048 프로세서를 RTL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능 검증과, FPGA 구현으로 하드

웨어 동작을 확인하였다. 그림 9는 RSA-2048 프로세서

의 기능검증 결과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데이터를 모

두 입력 받으면, Msg_mapping을 수행한다. r2_mapping 

연산 후에 Key_scan을 통해 유효 키 길이를 확인한 후, 

L-R 이진 멱승 연산을 시작하며, 연산이 완료되면 역매

핑 후에 out_en 신호와 함께 결과를 32 비트씩 64 클록 

주기에 걸쳐 출력한다. 

RTL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RSA-2048 프로세서

를 Virtex5 XC5VSX50T FPGA 디바이스에 구현하여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그림 10은 FPGA 디바이

스,  UART 인터페이스, C# 기반의 전용 소프트웨어로 

Fig. 9 RTL simulation result of RSA-2048 processor Fig. 8 State transition diagram for WMM

Fig. 10 FPGA verification system for RSA-2048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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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FPGA 검증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은 FPGA에 구현된 RSA-2048 프로세서를 이

용하여 RSA 키 전송 프로토콜의 동작을 검증한 결과이

다. Alice가 Bob과 통신을 원할 경우, Alice는 비밀키로 

사용할 랜덤 정수 M_A를 생성하며, Bob의 공개키

(e_B, N_B)를 이용하여 M_A를 암호화한 후 Bob에게 

전송한다. Bob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Bob의 개인키 d_B

를 이용하여 복호화 한다. Bob의 복호화 결과로 Alice

가 생성한 랜덤 정수와 동일한 값이 얻어졌으며, 따라

서 설계된 RSA-2048 프로세서가 올바르게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RSA-2048 프로세서는 공개키 ()를 사용한 

암호화에 185,724 클록 사이클이 소요되고, 2,048 비트

의 개인키 를 사용한 복호화에 25,561,076 클록 사이

클이 소요된다. 설계된 RSA-2048 프로세서를 0.18 ㎛ 

CMOS 표준 셀 라이브러리로 합성한 결과, 100 MHz의 

동작 주파수에서 12,540 GE와 12 킬로비트(2,048 비트

의 메모리 블록 6개)의 메모리로 구현되었다. 최대 동작

주파수 165 MHz에서 암호화 연산에 1.12 ms 가 소요되

며, 복호화 연산에 157.91 ms 가 소요된다.

표 1은 문헌에 발표된 RSA 프로세서 사례들과 본 논

문의 설계를 비교한 것이다.  문헌 [14-16]의 설계사례

는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메모리 크기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APT(Area 

Per Throughput)는 면적 대비 처리율을 의미하며, 낮을

수록 성능이 좋다. 문헌 [14, 15]는 APT가 2.06 ~ 3.25 

Table. 1 Comparison of RSA cryptography processors

Fig. 11 FPGA verification results of RSA-2048 processor for key transmiss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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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고, [16]은 APT 수치가 준수하나, 높은 처리율만

큼 많은 게이트를 필요로 하므로, 저면적이 중요한 응

용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의 RSA 프로세서는 

APT 수치가 0.95 정도이며, 면적이 작고 데이터 처리율

이 우수하여 저면적, 저전력 구현이 필요한 응용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Ⅵ. 결  론

2,048 비트의 키를 지원하는 RSA 공개키 암호 프로

세서를 설계하고, FPGA 구현을 통해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RSA 연산에 핵심이 되는 모듈러 곱셈기

를 워드기반 몽고메리 모듈러 곱셈(WMM) 알고리듬

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곱셈기에 필요한 최소 레지

스터만 사용하였으며, 큰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 메모

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하드웨어 자원을 최소화

하였다. RSA-2048 프로세서를 0.18㎛ CMOS 공정으

로 합성한 결과 100 MHz의 동작주파수에서 암호 프로

세서는 12,540 GE, 12 킬로비트의 메모리로 구현되었

다. 최대 165 MHz로 동작 가능하며, RSA 암호화와 복

호화 연산에 각각 1.12 ms와 154.91 ms가 소요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2,048 비트 RSA 

암호 프로세서는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을 갖는 디바이

스 간의 인증 또는 키 관리를 위한 공개키 기반 보안 하

드웨어 구현에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전력분석 공격 

등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응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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