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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dwards curve cryptography (EdCC) core supporting point scalar multiplication (PSM) on Edwards curves of

Edwards25519 and Edwards448 was designed. For area-efficient implementation, finite field multiplier based on

word-based Montgomery multiplication algorithm was designed, and the extended twisted Edwards coordinates system

was adopted to implement point operations without division operation. As a result of synthesizing the EdCC core with

100 MHz clock, it was implemented with 24,073 equivalent gates and 11 kbits RAM, and the maximum operating

frequency was estimated to be 285 MHz. The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the EdCC core can compute 299 and 66 PSMs

per second on Edwards25519 and Edwards448 curves,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ECC core with similar structure, the

number of clock cycles required for 256-bit PSM was reduced by about 60%, resulting in 7.3 times improvement in

computational performance.

요 약

에드워즈 곡선 Edwards25519와 Edwards448 상의 점 스칼라 곱셈(point scalar multiplication; PSM)을 지원하는 EdCC

(Edwards curve cryptography) 코어를 설계하였다. 저면적 구현을 위해 워드 기반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유한

체 곱셈기를 설계하였으며, 나눗셈 연산 없이 점 연산을 구현하기 위해 확장 트위스티드 에드워즈 좌표계를 적용하였다.

EdCC 코어를 100 MHz의 클록으로 합성한 결과, 24,073 등가 게이트와 11 kbit의 RAM으로 구현되었으며, 최대 동작 주파수

는 285 MHz로 추정되었다. Edwards25519와 Edwards448 곡선 상의 PSM을 각각 초당 299회, 66회 연산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유사한 구조의 타원곡선 암호 코어에 비해 256 비트 PSM 연산에 소요되는 클록 사이클 수가 약 60 % 감소하여 연

산 성능이 약 7.3 배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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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타원곡선 암호는 1985년 Miller에 의해 소개된 공

개키 암호이며,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표

준으로 지정한 타원곡선 디지털서명 알고리듬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ECDSA)의

기반이 되는 암호 방식이다[1, 2]. 기존의 공개키 암

호 RSA와 비교하여 짧은 키를 사용하면서도 동등

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타원곡선

암호는 점 스칼라 곱셈을 통해 암호화를 하며, 점

스칼라 곱셈은 점 덧셈과 점 두 배 연산의 반복으로

계산된다. 기존의 타원곡선 암호는 Weierstrass 곡

선을 기반으로 하며, 점 연산의 단일성(uniformity)

이 부족하다. 단일성이란 점 덧셈과 점 두 배 연산

수식의 일치를 의미하며, 점 덧셈과 점 두 배 연산

수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채널 공격(side channel

attacks)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에드워즈 곡선(Edwards curve; EdC)은 타원곡

선의 새로운 형태이다. EdC를 일반화한 트위스티

드 에드워즈 곡선(twisted Edward curve; TEdC)

또한 NIST에서 표준으로 지정한 에드워즈 곡선 디지

털 서명 알고리듬(Edwards-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EdDSA)의 기반이 된다[2]. EdC는 기

존 타원곡선과 비교하여 점 연산의 단일성이 보완

되어 점 덧셈과 점 두 배 연산이 동일한 수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타원곡선 암호에

비해 부채널 공격에 내성을 갖는다. EdDSA는 에

드워즈 곡선 Edwards25519와 Edwards448을 기반

으로 하며 알고리듬과 파라미터 값들은 IRTF RFC

8032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3].

EdDSA의 기반이되는 Edwards25519와 Edwards448

곡선을 지원하는 점 스칼라 곱셈기를 워드 기반 유

한체 연산기로 설계하였다. 2장에서는 TEdC와 점

스칼라 곱셈 및 점 연산의 유한체 연산에 대해 설

명하며, 3장은 점 스칼라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 에

드워즈 곡선 암호 코어의 하드웨어 구현에 대해 서

술한다. 4장에서 설계된 회로의 RTL 기능검증 및

성능 평가를 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트위스티드 에드워즈 곡선과 확장

트위스티드 에드워즈 좌표

2007년 Harold Edwards에 의해 소개된 에드워즈

곡선은 이진체와 소수체로 나누어지며 [4], 본 논문

은 소수체 TEdC인 Edwards25519와 Edwards448

을 사용한다. TEdC은 Bernstein 등 5명에 의해 소

개된 에드워즈 곡선의 일반화된 형태이다 [5].   

인  상에서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계수 와

는 ≠ 이고 ≠인 조건을 만족하는 에

속하는 수이다.   일 때 EdC이다. TEdC은 몽고

메리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

립한다. 곡선 방정식의 계수 가 유한체 에서

제곱이 아닌 경우, 점 연산이 완전성 (completeness)

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완전성이란 항등원을 포함한

모든 입력 점들에 대해 동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일반 타원곡선과 비교하여 EdC은 점 스칼라 곱

셈에 사용되는 유한체 연산량이 적어 연산속도가

빠른 장점을 갖는다. 또한 EdC는 예외점이 존재하

지 않아 설계의 한계점이 적으며, 점 덧셈과 점 두

배 연산의 식이 동일하여 부채널 공격에 강한 내성

을 가진다.

타원곡선 암호는 타원곡선 상의 점 스칼라 곱셈

(point scalar multiplication; PSM)을 기반으로 한

다. 점 스칼라 곱셈은 식 (2)와 같으며, 곡선 상의

점 를 번 더하여 타원 곡선 상의 점 이동을 의미

한다. 즉, 점 스칼라 곱셈은 점 덧셈의 반복으로 수

행된다.

   (2)

타원곡선 암호는 를 공개키, 를 개인키로 사용

한다. 곡선 상의 점   와   에 대해,

TEdC 상의 점 덧셈은 식 (3)과 같이 정의되며, 점

두 배 연산 또한 동일한 식으로 정의된다. 점 연산

은 유한체 연산으로 구성되며, 식 (3)은 아핀 좌표

계에서 연산된다. 식 (3)은 유한체 나눗셈 연산을

포함하고 있어 하드웨어 구현 시 면적이 증가하고

연산 속도가 느려지므로 하드웨어 구현에 적합하

지 않다.

  

 


 
 (3)

나눗셈 연산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좌표계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투영(projective) 좌표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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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chitecture of EdCC core.

그림 1. EdCC 코어의 구조

(mixed) 좌표계, 확장 트위스티드 에드워즈(extended

twisted Edwards; ETEd) 좌표계[6]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TEd 좌표계를 사용하여 유

한체 나눗셈 연산 없이 점 연산이 처리되도록 하였다.

ETEd 좌표계는 높은 연산 속도를 위해 곡선 상

의 점 를 확장 아핀 좌표계의 점 로 표현

하며, 여기서   이고 는       로 투영

시킬 수 있다. ETEd 좌표계의 점       는

≠일 때 확장 아핀 좌표계의 점 와

일치한다.   이고 항등원은       이다.

ETEd좌표계에서는곡선상의세점≡      ,

 ≡      ,  ≡      에 대해, 점

덧셈   와 점 두 배   의 연산을 두 가

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식 (4)는 점 덧셈과 점

두 배 연산이 하나의 식으로 정의된 경우이다.

     (4-a)

     (4-b)

     (4-c)

     (4-d)

또 다른 방법은 점 덧셈 연산을 식 (5)로, 점 두

배 연산을 식 (6)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식 (4)에

비해 연산량이 적어 연산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갖는

다. 본 논문의 설계에서는 부채널 공격에 강한 몽

고메리 래더 스칼라 곱셈 알고리듬을 사용하므로,

높은 연산 속도를 위해 식 (5), 식 (6)의 점 연산 알

고리듬을 채택하였다.

     (5-a)

     (5-b)

     (5-c)

     (5-d)

  



 (6-a)

  





 (6-b)

  


 (6-c)

  






 (6-d)

Ⅲ. 에드워즈 곡선 암호 코어 구현

Edwards25519와 Edwards448의 두 가지 에드워

즈 곡선 상의 점 스칼라 곱셈 연산을 지원하는 에

드워즈 곡선 암호(Edwards curve cryptography:

EdCC) 코어를 설계하였다. EdCC 코어의 내부 구

조는 그림 1과 같으며, GF_ALU, Ctrl_FSM 그리

고 RAM_32x338 블록으로 구성되고 내부 데이터

패스는 32-비트로 설계되었다. GF_ALU 블록은 유

한체 연산을 수행하는 블록이며, 유한체 가산/감산

기와 유한체 곱셈기 그리고 내부 제어기로 구성된다.

RAM은 Ctrl_FSM의 제어를 받아 유한체 연산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과 입력 데이터, 중간 연산결과

값 그리고 최종 결과 값을 저장한다. Ctrl_FSM 블

록은 EdCC 코어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며, GF_ALU

제어신호와 RAM의 읽기/쓰기 신호 등을 생성한다.

GF_ALU 내부의 MAS 블록은 유한체 가산/감산

기이며, 모듈러 가산/감산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설

계되었다. 32-비트 캐리선택 가산기 2개가 사용되

었으며, 첫 번째 캐리선택 가산기는 입력 가산/감

산 선택신호로 두 피연산자의 가산 또는 감산 연산

을 수행하며 두 번째 캐리선택 가산기는 첫 번째

가산기의 결과 값과 모듈러 값으로 모듈러 축약 연

산을 수행한다. 모듈러 축약 연산이 완료되면, 두

가산기의 캐리와 입력된 가산/감산 선택신호를 조

합하여 첫 번째 가산기 또는 두 번째 가산기의 결

과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MMul 블록은 수정된 워드 기반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구현되었다[7]. 워드 기반 몽

고메리 곱셈 알고리듬은 두 피연산자를 워드 단위

로 곱하는 알고리듬으로 본 논문에서는 32-비트를

한 워드로 정의하였으며, 승수를 처리하는 루프와

피승수를 처리하는 루프로 연산이 순차적으로 진

행된다. 몽고메리 곱셈은 피연산자 와 모듈러스

값 에 대해 모듈러 곱셈 결과 × × mod

를 출력하며,    이고 은 모듈러스 의 비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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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peration steps for point scalar multiplication.

그림 2. 점 스칼라 곱셈의 연산 단계

트 길이이다. 곱셈 결과에  이 포함되는 이유는

매 루프에서 모듈러 축약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

이며, 이를 고려하여 몽고메리 곱셈의 피연산자를

몽고메리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전처리를 추가하였

다. 데이터 를 몽고메리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과

정은 식 (7)과 같이 정의되며, 데이터 와  을 몽

고메리 곱셈 연산하여 몽고메리 도메인으로 매핑

된 값 이 얻어진다. 모든 연산이 완료된 후에는

몽고메리 도메인의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로 변환

하는 리매핑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식 (8)과 같이

몽고메리 도메인 상의 데이터 과 을 몽고메리

곱셈 연산하여 리매핑된 데이터 가 얻어진다.

   × × mod
  mod

(7)

   × mod
  mod

(8)

Ctrl_FSM 블록의 유한상태머신은 그림 2와 같이

대기 상태를 제외하고 6 단계로 동작한다. 단계-①

In-data 단계에서는 곡선 상 점의 좌표 값   ,

키 값 그리고 체 크기에 따른 모듈러스 값을 입력

받아저장하고, 몽고메리도메인매핑에사용될   값과

몽고메리곱셈의축약연산에사용될 
 

mod을

생성한다. 는 소수 값의 최하위 워드 32 비트를

의미하고, 는 워드 길이 32-비트를 나타낸다. 단

계-② Mapping 단계에서는 몽고메리 도매인 매핑

과 ETEd 좌표계로 투영하는 연산이 수행되며, 곡

선 상 점의 좌표 값   와   을 몽고메리 도

메인으로 매핑하여 얻어진   과 을 저

장한다. 생성된  값을 이용해 보조 좌표 을 생

성하고       으로 투영한다. 단계-③ PSM

단계에서는 몽고메리 래더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PSM 연산이 수행된다. 점         와

        에 대해, 점 덧셈 연산 과

점 두 배 연산   은 표 1의 세부 단계에

의해 연산된다. 단계-④ Trans-Affine 단계에서는

점 스칼라 곱셈 연산 결과       를 

의 아핀 좌표계로 변환한다. 의 역원은 페르

마 소정리 (Fermat’s little theorem) 알고리듬을 사

용하여 계산된다. 단계-⑤ Remapping 단계에서는

식 (8)의 연산을 통해 몽고메리 도메인에서 일반

데이터로 변환된다. 마지막 단계-⑥ Out-data 단

계에서는 리매핑을 통해 얻어진 최종 연산 결과가

외부로 출력되며, 출력이 완료되면 대기 상태로 돌

아간다.

Table 1. Point operations on ETEd coordinates.

표 1. ETEd 좌표계 상의 점 연산

Step Point Addtion Point Doubling

1 ← ∙ ←


2 ← ∙ ←


3 ← ∙ ←


4 ← ∙ ←

5 ← ←


 

6
←


∙





←

7 ← ←

8 ← ←

9  ←∙

10  ←∙

11  ←∙

12  ←∙

Ⅳ. 기능검증 및 성능평가

설계된 EdCC 코어를 Vivado의 Xsim으로 시뮬

레이션하여 기능검증을 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기

준점과 모듈러스 값은 SP.800-186의 곡선 파라미

터 값을 참고하였다[8]. TEdC 상의 PSM 연산에

대한 RTL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소

프트웨어 계산 값과 비교하여 정상 동작함을 확인

하였다. 설계된 EdCC 코어를 그림 4-(a)의 SoC

(System-on-Chip) 검증 플랫폼에 구현하여 하드

웨어 동작을 검증했다. Zynq UltraSCALEe+ MPSoC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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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 verification setup

(b) Edwards25519 curve

Fig. 4. SoC verification results of EdCC core.

그림 4. EdCC 코어의 SoC 검증 결과

(a) Edwards25519 curve

(b) Edwards448 curve

Fig. 3. RTL simulation results of EdCC core.

그림 3. EdCC 코어의 RTL 시뮬레이션 결과

Elliptic Curve
(Field Size)

Number of clock cycles

Computation time
for PSM [msec]

Parameter Gen
ECPSM Transfer Affine Remapping

Total
[cycles] Gen Mapping

This
paper

Edwards25519
(255-bit)

14,467 720 846,934 87,637 342 950,100 3.35

Edwards448
(448-bit)

41,385 1,920 3,836,519 417,244 930 4,297,998 15.15

[9]

P256K1 (256-bit)
28,672 1,680

2,222,135 170,417
672

2,423,576 24.39

P256R1 (256-bit) 2,494,519 129,761 2,655,304 27.03

P384R1 (384-bit) 64,512 3,480 7,529,555 490,081 1,392 8,089,020 83.33

P521R1 (521-bit) 129,472 6,630 19,920,310 1,383,179 2,652 21,442,243 250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표 2. 성능 비교

디바이스가 탑재된 보드를 이용하였으며, PS 영역

의 CPU와 EdCC 코어를 AXI4 Lite 버스로 인터페

이스 하여 동작을 검증하였다. 그림 3의 RTL 시뮬

레이션과 동일한 TEdC 파라미터와 키 값을 사용

해서 검증한 결과는 그림 4-(b)와 같으며, SoC에

슬레이브 IP로 사용된 EdCC 코어에서 PSM 연산

이 올바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표 2는 설계된 EdCC 코어와 유사 구조의 타원곡

선 암호 코어 [9]의 성능 비교를 보인 것이다.

Edwards25519곡선과 문헌 [9]의 P256K1과 P256R1

의 전체 점 스칼라 곱셈 소모 사이클을 비교했을 때,

약 60%의 적은 소모 사이클로 연산된다. Edwards448

곡선의 경우 P384R1과 비교했을 때, 체 크기가 64-

비트 더 크지만 약 45%의 사이클만 소모하여 점

스칼라 곱셈이 연산된다.

설계된 EdCC 코어를 180 nm CMOS 셀 라이브

러리로 합성한 결과, 동작 주파수 100 MHz에서

24,073 등가 게이트와 약 11 kbit의 RAM으로 구현

되었다. 최대동작 주파수는 285 MHz로 예측되었

고, Edwards25519와 Edwards448 곡선 상의 점 스

칼라 곱셈 연산량은 각각 초당 299회, 66회로 평가

되었다. 문헌 [9]의 타원곡선 암호 프로세서의 경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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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비트 P256K1 곡선 상의 점 스칼라 곱셈 연산

량 초당 41회와 비교하여 약 7.3배 높은 연산 성능

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Ⅴ. 결론

에드워즈 곡선 Edwards25519와 Edwards448 상

의 점 스칼라 곱셈을 지원하는 EdCC 코어를 워드

기반 유한체 연산기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RTL 시

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100 MHz의 동작주

파수로 합성한 결과, 24,073 등가 게이트와 11 kbit

의 RAM으로 구현되었으며, 최대 동작 주파수는

285 MHz로 추정되었다. 유사 구조의 타원곡선 암

호 프로세서와 비교하여 256 비트 점 스칼라 곱셈

연산에 소요되는 클록 사이클 수가 약 60% 감소되

어 초당 연산량이 7.3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설계된 EdCC 코어는 EdDSA의 하드웨어 구현에

핵심 기능블록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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