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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장치와 IoT의 보안 프로토콜 구현에 적합한 경량 보안 SoC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Cortex-M0을 CPU로 사

용하는 보안 SoC에는 타원곡선 암호 (elliptic curve cryptography) 코어, SHA3 해시 코어, ARIA-AES 블록 암호 코어 

및 무작위 난수 생성기 (TRNG) 코어 등의 하드웨어 크립토 엔진들이 내장되어 있다. 핵심 연산장치인 ECC 코어는 

SEC2에 정의된 20개의 소수체와 이진체 타원곡선을 지원하며, 부분곱 생성 및 가산 연산과 모듈러 축약 연산이 서브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동작하는 워드 기반 몽고메리 곱셈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보안 SoC를 Cyclone-5 FPGA 디
바이스에 구현하고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프로토콜의 H/W-S/W 통합 검증을 하였다. 65-nm CMOS 셀 라이브러리

로 합성된 보안 SoC는 193,312 등가 게이트와 84 kbyte의 메모리로 구현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esign of a lightweight security system-on-chip (SoC) suita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protocols for IoT and mobile devices. The security SoC using Cortex-M0 as a CPU integrates hardware crypto 
engines including an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 core, a SHA3 hash core, an ARIA-AES block cipher core and a 
true random number generator (TRNG) core. The ECC core was designed to support twenty elliptic curves over both 
prime field and binary field defined in the SEC2, and was based on a word-based Montgomery multiplier in which the 
partial product generations/additions and modular reductions are processed in a sub-pipelining manner. The H/W-S/W 
co-operation for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EC-DSA) protocol was demonstrated by implementing the 
security SoC on a Cyclone-5 FPGA device. The security SoC, synthesized with a 65-nm CMOS cell library, occupies 
193,312 gate equivalents (GEs) and 84 kbytes of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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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CPU와 메모리 그리고 하드웨어 기능블록들을 

단일 칩에 집적시키는 시스템 반도체 (System–on- 
Chip)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또는 전용 하

드웨어로 구현되던 보안 알고리듬을 SoC로 구현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보안 알고리듬과 프로토콜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고성능을 얻을 수 없으며, 반대

로 보안 알고리듬 전용 반도체를 사용하면 시스템 비용

이 증가하고, 리소스에 제한을 갖는 기기나 응용분야에

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갖는다 [1-2].
사물인터넷 (IoT), 모바일 단말기, 드론 등 강력한 보

안 성능과 다양한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보안 알고리듬 하드웨어 가속기를 CPU와 

함께 단일 칩에 집적시킨 보안 SoC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STMicroelectronics의 모바일 보안 SoC 
ST54J, eWBM의 IoT용 보안 SoC MS500, 라닉스의 IoT 
전용 보안 SoC PLUTO RS2332, 네오와인의 보안 SoC 
도르카-3 등 다수의 보안 SoC 상용 제품들이 발표되고 

있다. 
보안 SoC는 대칭키 암호, 공개키 암호, 해시 함수 등 

여러 가지 암호 코어가 CPU와 함께 집적된 시스템 반도

체이다. 대칭키 암호는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사용되며,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3], ARIA 
(Academy, Research Institute, Agency) [4] 등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키 교환, 전자서명 등에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는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가 사용되며, 대
표적으로 타원곡선 암호 (elliptic curve cryptography) 
[5], RSA (Rivest, Shamir, Adleman) [6] 등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

정된 길이의 다이제스트 (digest)로 변환하는 암호학적 

함수이며, SHA [7], SHA3 [8] 등이 사용되고 있다.
SoC에는 설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CPU가 사

용되어 왔으며, 그중에서 ARM 아키텍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RISC 프로세서 중 하나이다. ARM 아키텍처

들 중에서 Cortex-M 제품군은 임베디드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며, Cortex-M0는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며 초저

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적인 면

적을 갖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Cortex-M0를 기

반으로 보안 SoC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곡선 기반의 보안 프로토콜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타원곡선 암호 코어와 SHA3 해시 코어, 
블록암호 코어가 Cortex-M0와 함께 단일 칩에 집적된 

보안 SoC를 설계하고, 설계된 보안 SoC의 검증을 위해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듬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EC-DSA) [9]을 구현하여 동작을 

확인하였다. Ⅱ장에서는 설계된 보안 SoC의 구조와 내

장된 크립토 코어를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설계된 보안 

SoC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며,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보안 SoC 설계

설계된 보안 SoC는 Cortex- M0를 기반으로 하며, 그
림 1의 구조를 갖는다. 소수체와 이진체를 지원하는 타

원곡선 암호 코어 (DF-ECC), SHA3 해시 코어 (SHA3), 
ARIA-AES 블록 암호 코어 (AA), 난수 발생기 코어 

(TRNG) 등 크립토 코어가 AHB-Lite 버스에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된다. DF-ECC 코어는 EC-DSA, EC-DH, 
EC-ElGamal 등의 타원곡선 암호 기반 공개키 암호 프

로토콜 구현에 사용되고, AA 코어는 데이터 암호/복호

와 ECIES 프로토콜에 사용되며, SHA3 코어는 무결성 

검증과 EC-DSA 프로토콜 구현, 그리고 TRNG 코어는 

보안 프로토콜을 위한 난수 생성에 사용된다.
보안 프로토콜 구현에 필요한 파라미터와 중간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65 kbyte 크기의 Data RAM을 인

터페이스 하였다. Cortex-M0는 AHB에 연결된 크립토 

코어의 컨트롤 레지스터에 명령코드와 연산에 사용될 

파라미터를 할당하여 크립토 코어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으며, 크립토 코어 내부의 메모리에 접근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다. 
크립토 코어 슬레이브는 그림 2와 같이 AHB 슬레이

브 인터페이스 (AHB_slave_interface) 블록과 크립토 코

어 블록으로 구성되며, AHB 프로토콜에 따라 입력되는 

Fig. 1 Architecture of Security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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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크립토 코어의 입력 형태에 맞게 변환하는 버

퍼를 포함한다. 또한, 크립토 코어의 동작에 필요한 제

어신호를 생성하고,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크립토 코

어로 전달한다. 전달된 데이터는 크립토 코어 내부의 레

지스터 맵에 저장된다.

2.1. 타원곡선 암호 코어

타원곡선 암호는 타원곡선 상의 점 연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타

원곡선 암호 코어는 소수체와 이진체를 지원하며, SEC2 
[10]에 정의된 타원곡선 중 20가지 타원곡선을 지원한

다. 그림 3은 타원곡선 암호 코어의 전체 구조이다. 유한

체 상의 산술연산을 워드 단위로 수행하는 WMM 블록, 
연산 중간결과를 저장하는 Memory_Map 블록, 메모리

를 제어하는 Mem_control 블록, 그리고 전체 동작을 제

어하는 FSM 블록으로 구성된다 [11].
WMM 블록은 모듈러 곱셈, 모듈러 가산, 모듈러 감

산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블록이다. WMM 블록은 64-
비트의 입출력 포트를 갖도록 설계되어 메모리 접근에 

소요되는 클록 사이클 수를 줄였다. 소수체와 이진체 상

의 곱셈과 덧셈을 수행하는 DF_MulAdd 블록 두개와 

입력 데이터 및 중간 연산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들

로 구성된다. DF_MulAdd 블록은 부분곱 생성/가산과 

모듈러 축약 연산을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듈러 곱셈 연산에 소요되는 

클록 사이클 수를 줄였다 [12]. WMM_Ctrl 블록은 모듈

러 연산이 수행될 때, 메모리 접근을 위한 주소와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WMM_ALU 블록이 정상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FSM 블록은 OP 코드를 해독하

고, 점 연산 및 모듈러 역원, 모듈러 나눗셈, 모듈러 제곱

근과 같이 모듈러 곱셈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연산을 위

한 제어신호를 생성하며, 유한상태머신 (Finite State 
Machine)으로 구현되었다.

Memory_Map 블록은 (210x64)-비트 크기의 단일 포

트 메모리로 구성되며, OP 코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OP_reg를 포함한다. 점 스칼라 곱셈, 점 덧셈 및 점 뺄셈 

연산의 경우에는 연산 시작 전에 iData를 통해 입력되는 

타원곡선의 매개변수 (q, a, b, G) 값이 저장된다. 또한, 
연산에 사용되는 상수 값과 연산의 중간 및 최종 결과를 

저장한다. 연산이 끝나면 oData 포트를 통해 결과를 출

력한다. Mem_control 블록은 Cortex-M0를 통해 입력되

는 OP 코드가 Memory_Map에 저장되도록 제어하며, 
메모리 접근을 위해 타원곡선 암호 코어의 외부와 내부

에서 메모리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FSM 블록에서 생성

하는 제어신호에 따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는 타원곡선 암호 코어의 컨트롤 레지스터 구

성을 보여준다. SelField는 소수체와 이진체를 선택하는 

비트며, 0이면 이진체, 1이면 소수체 상의 연산이 수행

된다. SelRK에 의해 코블리츠 (koblitz) 곡선과 슈도 랜

덤 (pseudo-random curve) 곡선 중 하나가 선택되며, 
SelRK가 0이면 코블리츠 곡선, 1이면 슈도 랜덤 곡선이 

선택된다. ValidBit와 NumOfBlk는 타원곡선 암호 연산

에 사용되는 소수 또는 기약 다항식에 따라 정의된다. 
NumOfBlk는 소수 또는 기약 다항식을 32-비트 크기의 

워드 단위로 나누어 표현할 때, 워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비트이다. ValidBit는 소수 또는 기약 다항식의 최상위 

워드에서 유효한 비트의 개수가 할당된다. OperMod는 

연산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한 비트이며, 4가지의 점 연

산 (스칼라 점 곱셈, 점 덧셈, 점 두배, 점 뺄셈)과 5가지

의 모듈러 연산 (곱셈, 나눗셈, 역원, 덧셈, 뺄셈) 중 하나

가 선택된다. 연산이 종료되면 End 비트가 1로 천이되

며, Start 비트에 1이 할당되면 연산이 시작된다.

Fig. 3 DF-ECC core.

Fig. 2 Architecture of crypto-core slave.

Fig. 4 Control register configuration of DF-ECC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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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HA3 해시 코어 [13]

SHA3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 메시지를 State 단위

의 순열변환을 통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해

시 함수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SHA3 해시 코어는 

NIST FIPS PUB 202 표준 [8]에 정의된 4가지 해시 함수 

(SHA3-224, SHA3-256, SHA3-384, SHA3-512)를 지원

하며, 내부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Padder 블록은 패딩 

(padding) 알고리듬에 따라 메시지를 패딩 처리하는 블

록이며, 64-비트 단위로 메시지를 입력받아 패딩 비트를 

추가하고, 패딩 처리된 메시지를 64-비트씩 라운드 블록

으로 전달한다. Round 블록은 순열변환이 수행되는 블

록이며 최적설계조건 분석결과에 따라 면적대비 성능

이 가장 우수한 1600-비트 데이터패스로 구현되었다. 
Reg-map 블록은 Cortex-M0 인터페이스를 위한 레지스

터 맵을 포함하고 있으며, SHA3 해시 코어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 레지스터가 구현되어 있다. 

Fig. 5 SHA3 hash core.

2.3. ARIA-AES 통합 크립토 코어 [14] 

ARIA-AES 통합 크립토 코어는 블록암호 ARIA와 

AES의 알고리듬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공유를 

최대화 하여 단일 회로로 통합 구현되었다. 두 가지 키 

길이(128-비트, 256-비트)와 4가지 운영모드 (ECB, CBC, 
OFB, CTR)를 지원한다. 내부 구조는 그림 6과 같으며, 
통합 ARIA-AES crypto-core (UAACC)와 운영모드 

동작에 사용되는 두 개의 128-비트 레지스터(IV_reg, 
op_reg), XOR 게이트 등으로 구성된다.

Ⅲ. BFM 시뮬레이션 및 H/W-S/W 통합 검증

3.1. BFM 시뮬레이션

설계된 DF-ECC 코어와 SHA3 코어가 AHB 슬레이

브로 올바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FM (Bus 
Function Model)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7-(a)
는 DF-ECC 슬레이브의 연산 모드 중 P192K1에 대한 

모듈러 곱셈연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승수 “db4ff10e 
c057e9ae 26b07d02 80b7f434 1da5d1b1 eae06c7d”와 

피승수 “9b2f2f6d 9c5628a7 844163d0 15be8634 4082aa88 
d95e2f9d”의 모듈러 곱셈 결과가 파이썬 검증 프로그램

의 모듈러 곱셈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b)는 SHA3 해시 코어의 BFM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

여준다. SHA3-256를 이용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

한 결과이며, 메시지 “d477”를 입력했을 때 테스트 벡터

(a) 

(b)
Fig. 7 BFM simulation results (a) modular multiplication 
by DF-ECC slave, (b) SHA3 hash core.Fig. 6 Unified ARIA-AES core (U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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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FM 시뮬레이션을 통해 출력된 결과가 일치함을 확

인할 수 있다.

3.2. 보안 SoC의 H/W-S/W 통합 검증 환경

설계된 보안 SoC의 H/W-S/W 통합 검증을 위해 그림 

8의 검증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Altera Cyclone-5 FPGA 
디바이스가 탑재된 V2M-MPS2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1의 보안 SoC를 FPGA 디바이스에 구현했다. 
Cortex-M0 구동 소프트웨어를 Kail uVision을 이용하

여 크로스 컴파일 하였다. 검증 플랫폼은 UART 포트를 

통해 PC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

이터를 PC에서 실행되는 검증 프로그램의 GUI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3.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듬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듬 (EC-DSA)은 미국표

준협회 (ANSI)에서 표준화한 디지털 서명 알고리듬으

로 타원곡선 암호를 기반으로 한다. EC-DSA는 점 연산

을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타원곡선 암호 코어가 필요하

며 무결성을 위한 해시 함수가 사용된다. 개인키로 예측

하기 어려운 정수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무작위 난수 생

성을 위한 TRNG가 필요하다.
EC-DSA는 서명 생성과 생성된 서명에 대한 검증 과

정으로 구성된다. 서명자는 TRNG를 이용하여 개인키 

를 생성하고, 개인키를 입력으로 타원곡선 암호의 스

칼라 곱셈 연산으로 공개키 를 생성한다. 생성된 개인

키 는 서명 생성을 위해 사용되며, 공개키 는 서명 검

증을 위해 사용된다.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 을 해시 함수를 이용해 다이제스트   를 

생성하고, 생성된 다이제스트와 TRNG에서 생성된 임

의의 정수 에 대한 스칼라 곱셈    를 계산

한다. 이때 는 타원곡선의 기준점 (base point)이다. 
을 정수로 변환한 값 에 대해   mod 을 계산한

다. 계산된 과 개인키  그리고 다이제스트 를 이용하

여   mod을 계산하고, 생성된 서명 

 를 메시지 과 함께 수신측에 전달한다.
수신자는 서명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  ′을 이용

하여 서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동일한 해시함수를 

이용해 다이제스트 ′   ′ 을 생성하고, 수신된 

서명 ′ ′ 를 이용한 모듈러 역원과 모듈러 곱셈 

  ′ ′ mod,  ′ ′ mod을 계산한

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스칼라 점 곱셈과 점 덧셈 연산

으로 ′ ′    를 계산하여 ′을 정수 

′으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mod을 계산

하고 수신된 서명 ′ ′ 과 비교한다.   ′이면, 송
신자의 서명이 유효한 것이며, ≠′면 서명이 유효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보안 SoC의 H/W-S/W 통합 검증 결과

그림 9는 보안 SoC에 구현한 EC-DSA 프로토콜의 

H/W-S/W 통합 검증 결과가 표시된 화면 캡처이며, 다
음의 과정으로 동작 검증이 이루어진다.

Dual-Field Elliptic Curve Cryptography의 Elliptic 
Curve Selection에서 타원곡선을 선택한다. Length에
서 타원곡선 길이를 선택하고, SHA3 Hash Functions
의 Length에서 원하는 해시 함수를 선택한다. 서명 생

성을 위해 먼저 1.Generation을 클릭해서 TRNG를 이

용해 임의의 개인키를 생성한다. 2.Calculation을 클릭

하면 타원곡선 암호 코어를 이용하여 공개키를 생성한

다. 서명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3.Calculation
을 클릭하면 SHA3 해시 함수 코어를 이용하여 입력한 

메시지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한다. 4.Generation
을 클릭하면 서명에 필요한 임의의 정수를 TRNG를 이

용하여 생성한다. 5.Generation을 클릭하면 서명 과 

가 생성된다. Status를 통해 생성된 서명이 유효한지 확

인할 수 있다. 생성된 서명의 검증을 위해 6.Generation
을 클릭하면 메시지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한다. 
7.Calculation을 클릭하여 를 계산한다. 생성된 서명 

가 검증 값 가 동일하면 해당 서명은 유효하며, 신뢰할 

수 있다. 계산된 과 가 동일하므로, 서명 생성 및 서명 Fig. 8 Setup for H/W-S/W co-verification of Security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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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설계된 보

안 SoC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IoT, 무선센서 네트워크, 모바일 기기, 드론 등 강력

한 보안 성능과 다양한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하는 

응용분야에 적합하도록 하드웨어 크립토 엔진이 내장

된 Cortex-M0 기반의 경량 보안 SoC를 설계하였다. 블
록암호 ARIA와 AES, 타원곡선 암호, SHA3 해시 함수, 
난수 발생기 등의 하드웨어 크립토 코어들을 내장하고 

있어 다양한 보안 프로토콜의 구현이 가능하다. 보안 

SoC를 65-nm CMOS 표준셀로 합성한 결과, 193,312 등
가 게이트와 84 kbyte 메모리의 저면적으로 구현되었다. 
보안 SoC는 ARIA, AES 블록암호에 의한 데이터 암호/

복호 기능과 타원곡선 암호 기반의 EC-DH 키 교환 프

로토콜, 타원곡선 기반 디지털 서명 (EC-DSA), 타원곡

선 통합 암호 체계 (ECIES), EC- ElGaml 등 다양한 공개

키 암호 프로토콜 구현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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