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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보안을 위한 AES 기반의 암호화칩 설계

Design of AES-Based Encryption Chip for IoT Security

강민섭*

Min-Sup Kang*

요  약  본 논문은 하드웨어 자원이 제한되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AES 기반의 효율적인 암호화칩 설계를
제안한다. ROM 기반의 S-Box는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많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연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저면적/고성능의 암호화 칩 설계를 위해 합성체 기반의 고속 S-Box를 설계하여 보다 빠른 연산
결과를 얻도록 한다. 또한, 각 라운드 변환과정 및 키 스케쥴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S-Box를 공유하도록 설계하여 보다 
높은 처리율 및 적은 지연을 갖도록 한다. 설계된 AES 암호프로세서는 Verilog-HDL를 사용하여 회로동작을 기술하였
으며, Xilinx ISE 14.7 툴을 이용하여 논리 합성을 수행하였다. 또한, 설계 검증은 Modelsim 10.3 툴을 이용하였으며, 
Xilinx XC6VLX75T FPGA 소자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e paper proposes the design of AES-based encryption chip for IoT security. ROM based 
S-Box implementation occurs a number of memory space and some delay problems for its access. In this
approach, S-Box is designed by pipeline structure on composite field GF((22)2) to get faster calculation
results. In addition, in order to achieve both higher throughput and less delay, shared S-Box are used
in each round transformation and the key scheduling process. The proposed AES crypto-processor is 
described in Veilog-HDL, and Xilinx ISE 14.7 tool is used for logic synthesis by using Xilinx XC6VLX75T
FPGA. In order to perform the verification of the crypto-processor, the timing simulator(ModelSim 10.3)
is also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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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T 기술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에 따라, 많은 정
보통신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oT(Internet of Things)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1]. 이와 같이 IoT나 USN
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에게 편리
성 및 유용성 등을 제공하지만, 관련 정보들을 이용, 수집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해킹이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기술이 필요하다[2]. IoT 시스템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한정된 리소스를 요구
하는 IoT 환경에 적합한 저비용, 저면적의 효율적인 화 
칩 설계가 요구된다.

암호 시스템은 크게 대칭(symmetric) 키 방식과 비대
칭(asymmetric) 키 방식으로 분류된다. 대칭키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해 동일한 키를 사용하며, 비대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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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해 서로 다른 2개의 키를 
사용한다.

대칭키 방식의 DES는 안전성 문제가 보고되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데이터 블록의 암호 및 복
호 표준으로 RIJNDAEL을 AES로 선정하였다[3]. AES 알
고리듬은 효율성, 보안성, 성능, 그리고 유연성 등 다양한 
면에서 기존 암호화 알고리듬에 비해 성능 및 안정성이 
탁월하다.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하는데 많은 데이터 연산 및 
비교 처리를 실행하는데  빠른 계산속도가 요구된다. 이
러한 암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이 가
능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처리 속도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상된 성능을 보장하고 보안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 엔진이 요구되고 
있다[4-5].

ROM 기반의 S-Box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함과 동
시에 지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합성체를 기반으로 하는 
S-Box의 VLSI 구조가 제안되었다[5-6]. 

본 논문은 하드웨어 자원이 제한되는 사물인터넷 시스
템의 보안을 위하여 AES 기반의 효율적인 암호화칩 설계
를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저면적/고성능의 암호
화 칩 설계를 위해 합성체 기반의 고속 S-Box를 설계하
여 보다 빠른 연산 결과를 얻도록 한다. 또한 라운드변환 
블록과 키 생성기에서 사용하는 S-Box 공유를 통해 지
연시간을 감소시켜 암호화 프로세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II. 관련 연구

AES 암호 알고리듬은 128 비트의 데이터 블록을 암
호화하며, 3 가지 킷값인 128비트, 192비트 그리고 256
비트를 사용한다. AES는 3 가지 다른 라운드 동작을 사
용한다. 표 1은 AES에서 사용하는 라운드의 수에 따른 
키값의 크기를 나타낸다[3]. 

AES 알고리듬의 시작 단계에서 128비트의 평문값과 
첫 번째 라운드 키에 대해 덧셈 연산을 수행하게 되며, 
라운드 변환은 4바이트×4바이트의 크기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는 4 종류의 변환 연산, 즉 SubBytes, ShiftRows, 
MixColumns 및 KeyAdd 연산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라운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MixColumns 연산만 제외
한 3종류의 변환을 수행하여 암호화된 결과를 얻는다. 
S-Box는 상기한 SubBytes 연산을 실행하는데 필요하

며, S-Box는 8비트의 입력을 사용하며 8비트의 출력을 
얻는다.

AES 알고리즘에서 S-Box는 곱셈역원(multiplicative 
inverse) 을 구하기 위한 모든 연산은 Galois Field 상
에서 이루어진다. GF(28) 상에서 곱셈역원을 구하기 위
해서 GF(28)을 계수가 GF(24)인 1차 다항식으로 변환하
여 사용한다. GF(28)상의 임의의 다항식은   
형태의 기약 다항식(irreducible polynomial)을 사용하
여 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2].

Ⅲ. 개선된 AES S-Box 설계 

AES S-Box는 8비트를 입력으로 하여 8비트의 출력
을 가지며, 키 길이가 128비트 인 경우 SubBytes 연산
에 16개의 S-Box가 사용되고, 키의 생성에는 4개의 
S-Box가 사용된다. S-Box는 암·복호화 과정에서 가장 
큰 면적을 요구하므로 효율적인 S-Box 구현은 매우 중
요하다. 

GF((22)2)상의 4비트 유한체 곱셈회로의 구현에서 
k{k3, k2, k1, k0}, q{q3, q2, q1, q0}, w{w3, w2, w1, w0} 
일 때 곱셈기의 출력 값 k=qw로 정의 된다. 입력 값 4비
트 x에서 상위 2비트는 xH, 하위 2비트는 xL로 표기하
면 식 (1)을 얻을 수 있다[2].

k = (qHx+qL)(wHx+wL)
  = (qHwH)x2+(qHwL+qLwH)x+qLwL         (1)

여기에서는 x2=x+φ를 사용하므로 정리하면 식 (2)과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3, 8].

k = (qHwH)(x+φ)+(qHwL+qLwH)x+qLwL      (2)

식 (2)를 의 형태로 표현하여 GF((22)2) 의 곱셈
기를 얻을 수 있다[6]. 이 곱셈기는 GF(22) 상에서 유한
체 곱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개의 GF(22) 곱셈기와 파
이(φ) 연산 모듈, 그리고 3개의 덧셈(XOR) 연산기 등으
로 구성된다.

기존의 경우는 식 (2)를 이용한 유한체 곱셈
기를 구현하였으나[4], 본 논문에서는 조합회로로 구성된 
합성체기반의 Bit-GF((22)2) 곱셈기를 구현한다. 식 (3)은 
Verilog HDL 언어로 기술된 로 최상위 출력 비트 
Bit_GF(0)을 계산하기 위한 부울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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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_GF(0)=
(q(0)&w(0))⊕(q(1)&w(1))⊕(q(2)&w(3))⊕((w(3)&
q(3)&⊕w(2)))                              (3)

식 (3)에서 연산자 &와 ⊕는 각각 비트 AND 연산과 
덧셈 연산을 실행한다. 그림 1은 2-단(two-stages) 파이
프라인 구조를 갖는 제안한 S-Box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개선된 파이프라인구조의 S-Box 연산기
Fig. 1. Structure of proposed pipelined S-Box

그림 1에서 R1과 R2는 2단의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X-1모듈은   상에서 역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LUT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제안한 S-Box는 기존의 방법[6]과 달
리 X2모듈, λ 모듈,  곱셈 모듈, 그리고 ㊉ 모
듈을 한 개의 모듈로 통합하여 비트 단위로 연산을 실행
하게 된다.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한 유한체 곱셈기의 출력
인 Bit_GF()은 입력된 비트값 단위로 & 연산과 덧셈 연
산을 실행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방법과 달리 통한된 
모듈에서 비트 단위로 연산을 실행하기 때문에 사용면적
은 및 연산속도 등에서 성능이 개선된다. 

IV. 개선된 AES 암호프로세서 설계

AES 에서는 3 종류의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지만, 
128비트 길이의 암호 강도인 경우도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28비트 
키를 사용하여 통합된 암호프로세서를 설계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AES 암호프로세서의 main 
module인 Encrypt() 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module Encrypt(input CLK, input [127:0] IN, 
input[127:0] 

        KEY, output [127:0] OUT, output [127:0] 
K_OUT);
       //Round0 (Pre-round transformation)
AddRoundKey add(IN, KEY, round0);
      //Round1
KeyScheduling k1(CLK, 1, KEY, RK1);
SubBytes sub(CLK, round0, subs1);
ShiftRows shift(subs1, shifted1);
MixColumns mix(shifted1, mixed1);
AddRoundKey add1(mixed1,RK1 ,round1);
     ……
     ……
     //Round10
KeyScheduling k10(CLK,10, RK9, RK10);
SubBytes sub10(CLK, round9, subs10);
ShiftRows shift10(subs10, shifted10);
AddRoundKey add10(shifted10,RK10, round10);
assign OUT = round10;
assign K_OUT = RK10;
endmodule

그림 2. 제안하는 AES 암호프로세서의 Main module 
Fig. 2. Main module of proposed AES processor

AES 암호화 모듈에서 암호화 과정은 먼저 Pre-round 
transformation(변환) 즉, AddRoundKey 연산이 실행
된다. 다음 라운드부터는 SubBytes, ShiftRows, 
MixColumns 및 KeyScheduling 등 4종류의 연산이 
순차적으로 수행되고, 라운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MixColumns 연산만 제외한 3종류의 변환을 수행하여 
암호화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림 3은 AES 암호화 모듈과 통신 모듈을 통합하여 
연결한 AES 암호시스템의 전체 블록도를 나타낸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하는 암호시스템은 크게 6 모듈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AES 암호시스템의 전체 블록도
Fig. 3. Overall Block diagram of AES cryptosystem

여기서 AES 모듈은 그림 2에 나타난 알고리즘의 
Main 모듈에 해당된다. 그림 3에서 설계한 각 모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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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정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에 제어신호
를 주고받는다. 메인 클록을 분할하여 송수신 듈 및 암호
화 모듈에 맞게 클록을 동기시켜 최대 38,400의 통신 속
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CLOCK GENERATOR 모듈은 시스템 클록을 받아
서 TX 클록, RX 클록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X 
모듈은 RXD를 통해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1Bit의 데이
터를 수신 한다. RX 모듈측에서는 수신완료를 위해 
RDEN제어신호를 RX_LOADER로 보낸다.

RX_LOADER는 RX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일종의 버퍼이다. 이때 RX클록은 RX_EN에 의해 
RX 모듈에 맞추어 동작을 하며 수신된 1Byte의 ASCII 
코드와 완료 신호(RDEN)을 전달 받게 된다. 

TX_LOADER는 AES 암호화 모듈로부터 암호화 된 
128Bit 값을 받아 저장 한 후 이를 8Bit의 블록 단위로 
나누어 TX로 전송하는 모듈이다. 시스템 클록과TX_EN
이 인가될 때 AES에서의 암호화 된 값과 암호화 완료 신
호인 ENC_DONE이 모듈의 입력으로 인가된다. 

TX_LOADER에서 생성된 128Bit의 데이터는 8Bit단
위로 분할하여 TXL_OUT 통해 TX로 전송하게 된다. 이
때 1Byte를 송신할 때 마다 TXL_SIG가 인에블 되고, 
TX_LOADER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전송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제어신호(TXL_SIG)를 출력신호로 사용한다. 

TX 모듈은 외부의 대상 시스템으로 1Bit씩 값을 전송
하는 모듈로서 외부로 데이터를 송신할 때 시스템 클록
에 의해 제어된다.  

V. 암호시스템 구현 및 성능평가  

설계된 AES 암호시스템은 Verilog-HDL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Xilinx ISE 14.7툴을 기반으
로 하여 논리합성을 수행하였고, XC6VLX75T 소자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ModelSim PE 10.3툴을 
활요하여 타이밍 시뮬레이션은 수행하여 회로 동작을 검
증하였다.

그림 4는 설계된 암호시스템에서의 암호화 및 복화과
정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4
에서 모든 모듈은 파이프라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round0”는 입력된 평문과 키를 가지고 XOR 연산을 수
행하는 “AddRoundKey”을 나타낸다. 

그림 4. 암/복호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Simulation result for encryption/decryption

그리고 “ENC“ 라운드를 10회 수행하여 얻어진 암호
화된 결과이다. 검증을 위한 복호화 프로세서는 별도로 
구현 하였으며, “DEC“은 복호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
림 4의 결과를 통해 동일한 킷값을 통해 암호화 및 복호
화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표 1은 그림 4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stimulus/IN 3243F6A8885A308D313198A2E0370734

stimulus/KEY 2B7E151628AED2A6ABF7158809CF4F3C

stimulus/ENC 3925841D02DC09FBDC118597196A0B32

stimulus/DEC 3243F6A8885A308D313198A2E0370734

표 1. 암호화와 복호화 결과
Table 1. Result of encryption and decryptoion

표 1에서 입력 값인 평문(stimulus/IN)과 키
(stimulus/KEY)를 통해 암호화 되어 암호화된 결과
(stimulus/ENC)를 출력한다. 이 암호화된 결과는 FIPS 
197의 AES 표준[3] 에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암호화된 결과를 복호화 하여 결과
(stimulus/DEC)를 비교하면 입력된 평문과 일치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Items
 Methods

Number of 
Slices

Frequency
(MHz)

Throughput
(Gbps)

McLoone[4] 1,589 89.76 1.035

Saurabh[5] 15,870
(gates) 100 1.280

Edwin[6] 15,544 139.31 1.783

Proposed 18,442 231.51 2.963

표 2. AES 암호프로세서들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AES crypto-proc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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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한 방법에 대한 AES 암
호프로세서의 성능비교를 나타낸다. 

표 2의 성능 비교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한 방법
(Proposed)은 Edwin[6] 방법에 비해 Slice는 약 16% 증
가하였으나 동작속도(Frequency)는 약 40% 정도 개선
되었다.

표 3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복호화 프로세서에 대한 
합성결과를 나타낸다.

Items
 Method

Number of 
Slices

Frequency
(MHz)

Minimum 
period (ns)

Decryption
processor 21,966 191.4 1.035

표 3. 제안된 복호화 프로세서의 합성결과
Table 3. Synthesis result for decryption processor

표 3의 합성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복호화를 위한 하
드웨어 요구량은 암호화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처리
속도 또한, 약 19% 정도 저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합성체 S-Box와 3 종류의 2단-파이프라인 방
식에 대한 S-Box의 성능비교를 나타낸다. 논리합성을 
위한 FPGA 소자는 Spartan Xc3s1500L을 사용하였다. 
표 4에서 Composite S-Box는 합성체 기반으로 설계된 
S-Box이다. 

           Items 
 Methods

Number of 
Slices 4 input LUTs Frequency

(MHz)

Composite 
S-Box 42 74 37.282

2Stage
S-Box[5] 47 86 93.791

2Stage
S-Box[6] 43 80 102.965

Proposed 43 78 107.481

표 4. 2단-파이프라인 S-Box 기반의 성능 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three methods 

2-단 파이프라인 구조의 S-Box 면적 비교에서 제안
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5] 보다 약 9% 감소하였고, 동작 
속도(최대 주파수)는 약 13% 정도의 속도가 개선되었다. 

Ⅴ. 결  론

IoT 장치는 개인 정보에 민감한 개인 정보뿐만 아니

라 보안 및 안전에 방대한 양의 주요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oT 시스템의 안전한 보안
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악의적인 변조나 가로채
기 등의 무결성 및 기밀성을 보장되어야 한다 [5]. 

본 논문에서는 IoT 시스템에서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된 S-Box를 기반으로 한 AES 암호화 프로세
서의 설계하고, FPGA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로 구현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AES 암호화 칩은 Edwin[6] 방법
에 비해 Slice는 약 16% 증가하였으나 동작속도
(Frequency)는 약 40% 정도 개선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S-Box를 이용한 AES 암호화 프
로세서는 Method[3]에 비해 Slice는 증가한 반면, 주파
수와 처리량이 개선되었다. 구현된 암호화 프로세서는 
Verilog-HDL을 사용하여 동작을 기술하였고, Xilinx사
의 ISE 14.7과 Modelsim 10.3을 이용하여 합성 및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알고리즘을 구
현 시 문제가 되고 실시간 처리 능력을 개선하여 IoT 관
련 시스템 구현에 적합한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 칩을 
설계하였다. 구현된 암호시스템은 자원이 제약되는 임베
디드 시스템이나 사물인터넷과 같은 환경에서 데이터처
리 속도는 물론 보다 높은 보안강도를 제공한다. 

향후, IoT나 임베디드시스템 환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소형 및 경량화, 저전력, 실시간 처리 등에 적합한  최적
화된 암호화 솔루션 개발이 기대된다[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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