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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보다 안 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교환하기 해서 암호 기술은 필수 인 요소이

다. 유비쿼터스 컴퓨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치들은 기존의 장치보다 사양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 기술을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서 최근 경량 암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USN 등과 같이 자원이 제한 인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합한 

경량 블록 암호의 개발 동향을 분석한다. 기 제안된 경량 블록 암호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여 경량 

블록 암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1. 서론

   암호 기술은 재 인터넷 뱅킹, 자화폐, 작권이나 

산업정보,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 기

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등을 하여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블록 암호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공유된 비 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서 데이터의 기 성을 제

공하는 암호 기술의 핵심 요소로서 고속 동작과 경량화가 

용이하여 많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컴퓨  장치간의 

통신이 보편화되었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시스템 등 다양한 

자 장치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네트

워크에 근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유비쿼

터스 컴퓨  환경으로 속히 진행되고 있다. 재의 유선 

환경이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성과 마찬가지로 유비쿼터

스 컴퓨  역시 보안에 취약한 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장치보다 작고 경량이며 값싸고 이동 가능한 장치를 필요

로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는 기존의 암호 기술

을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량 사양의 장

치에 암호 기술을 용하기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이 제한 인 유비쿼터스 컴퓨  환

경에서의 보안에 합한 경량 블록 암호의 개발 동향을 

분석한다. 기 제안된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설계 구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o. 2011-0005648)

조, 라미터, 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량 블록 

암호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2. 경량 블록 암호 개 발 동향

   RFID/USN 등의 유비쿼터스 환경과 같이 자원이 제한

인 환경에서의 보안에 합한 경량 블록 암호에 한 

연구는 2000년  반부터 진행되었고 재까지 다양한 

설계 논리에 기반을 둔 경량 블록 암호들이 개발되었다.

2.1 표 인  경량 블록 암호

   본 논문에서 살펴볼 표 인 경량 블록 암호는 다음과 

같다: mCrypton[1], HIGHT[2], PRESENT[3], KATAN[4], 

KTANTAN[4], PRINTcipher[5], KLEIN[6], LED[7], Piccolo[8].

알고리즘 개발국가 제안학회

mCrypton 한국 WISA 2005

HIGHT 한국 CHES 2006

PRESENT 독일/덴마크/ 랑스 CHES 2007

KATAN 벨기에/ 랑스 CHES 2009

KTANTAN 벨기에/ 랑스 CHES 2009

PRINTcipher 덴마크/싱가포르/ 랑스 CHES 2010

KLEIN 네덜란드 RFIDSec 2011

LED 싱가포르/ 랑스 CHES 2011

Piccolo 일본 CHES 2011

<표 1> 기 제안된 경량 블록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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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서 보듯이 경량 블록 암호에 한 연구는 유

럽과 아시아에서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국

내에서 개발된 경량 블록 암호에는 mCrypton과 HIGHT

가 있다. 특히, HIGHT는 기 제안된 경량 블록 암호  

유일하게 ISO/IEC 국제 표  블록 암호로 선정되었다. 그

리고 제안된 부분의 경량 블록 암호는 암호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구  결과를 다루는 학회인 CHES(Workshop 

on Cryptographic Hardware and Embedded Systems)를 

심으로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다. CHES 2012는 2012년 

9월에 벨기에에서 열릴 정이며 경량 블록 암호에 한 

제안, 분석, 구  결과 등이 발표될 것으로 기 된다.

2.2 경량 블록 암호의 라 미터

   블록 암호는 평문을 입력받아 비 키를 이용하여 암호

문을 출력한다. 블록 암호는 크게 암호화 과정과 키 스

로 구성되며, 암호화 과정은 라운드 함수를 반복 으로 

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입력 블록의 길이, 키 

길이, 라운드 수 등은 블록 암호의 기본 인 특성을 규정

하는 라미터들이다.

알고리즘
블록 길이

(비트)

키 길이

(비트)
라운드 수

mCrypton 64 64/96/128 12

HIGHT 64 128 32

PRESENT 64 80/128 31

KATAN 32/48/64 80 254

KTANTAN 32/48/64 80 254

PRINTcipher 48/96 80/160 48/96

KLEIN 64 64/80/96 12/16/20

LED 64 64/80/96/128 32/48/48/48

Piccolo 64 80/128 25/31

<표 2> 경량 블록 암호의 라미터

   <표 2>에서 제안된 경량 블록 암호의 블록 길이는 32 

비트에서 96 비트 사이이며 일반 으로 64 비트이다. 이는 

RFID나 USN 등과 같이 경량 블록 암호가 용되는 응용 

환경의 데이터의 특성과 련이 깊다. 기존의 소 트웨어 

기반의 블록 암호 응용 환경보다는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

이 작기 때문에 입력 블록의 크기도 상 으로 작다. 

한 경량 블록 암호의 하드웨어 구  시 부분의 면 은 

데이터를 장하고 처리하기 한 지스터에 사용되는데 

구  면 을 이기 해서는 입력 블록의 길이 한 작

은 것이 구 에 유리하다.

   경량 블록 암호의 키 길이는 64 비트에서 최  160 비

트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 으로 블록 암호의 안 성은 키 

길이에 기반을 둔다. 표  블록 암호의 경우 2012년 재 

국내에서 권고하는 블록 암호의 안 성의 정도는 112 비

트 이상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128 비트 길이의 비 키

를 사용하는 ARIA[9]와 SEED[10]가 표  블록 암호이다. 

그러나 경량 블록 암호의 경우 표  블록 암호에 비해 응

용 환경이 자원 제약 이기 때문에 비 키의 길이가 작게 

제안되는 것이 재 흐름이다. 한 키 스  역시 하드

웨어 구 에 합하게 간단한 편이다. 부분의 경량 블록 

암호는 별다른 키 스  연산 없이 키를 반복 으로 순

서만 달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  시 장 을 

갖는다. 그러나 단순한 키 스 은 암호학 으로 취약하

여, 이를 이용한 연 키 분석(Related-key Cryptanalysis) 

등의 시발 이 되기도 한다.

   경량 블록 암호의 라운드 수는 기존의 표  블록 암호

에 비해 비교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표  블록 암호 

DES[11]나 AES[12]가 10 ~ 16 라운드인 반면에 경량 블

록 암호의 라운드 수는 12 ~ 254 라운드로 비교  많은 

라운드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경량 블록 암호를 설계하

는 략  하나가 라운드 함수를 되도록 간단하고 효율

으로 구성하고 라운드의 수를 늘려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하드웨어 구  시 면 을 이는 효과가 있

으면서 동시에 큰 라운드 수로 인하여 분석이 어려워지는 

장 이 있다.

2.3 라 운드  함수의 구 조

   <표 3>과 같이 제안된 경량 블록 암호의 구조는 크게 

SPN(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구조, Feistel 구

조, 스트림 암호 기반의 구조 등으로 나  수 있다.

알고리즘 구조

mCrypton 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HIGHT Generalized Feistel Network

PRESENT 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KATAN Stream Cipher

KTANTAN Stream Cipher

PRINTcipher 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KLEIN 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LED 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Piccolo 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표 3> 경량 블록 암호의 구조

  <표 3>에서와 같이 제안된 많은 경량 블록 암호  

mCrypton, PRESENT, PRINTcipher, KELIN, LED, 

Piccolo 등이 SPN 구조로 되어 있다. 기존의 블록 암호 

가운데 SPN 구조를 가지는 표 인 가 AES이다. 

AES는 오랜 시간의 검증을 통해 표 으로 선정된 만큼 

AES와 유사한 구조의 경량 블록 암호를 설계함으로서 효

율성과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다. SPN 구조의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 하드웨어 구 에 합하게 S-Box

의 경우 4 비트 입출력을 하는 것이 일반 이며 서로 다

른 여러 개의 S-Box보다는 동일한 S-Box를 사용하여 

제3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1호 (2012. 4)

- 750 -



장 공간을 약할 수 있다. Permutation의 경우 역시 하드

웨어 구 에 합한 바이 리 행렬이나 데이터 의존 비트 

치환(Data-dependent Bit Permutation) 등을 이용한다.

(그림 1) PRESENT의 구조 (SPN 구조)

   표 으로 Feistel 구조를 가지는 블록 암호가 DES이

며 경략 블록 암호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HIGHT가 Feistel 

구조에서 변형된 Generalized Feistel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림 2) HIGHT의 구조 (GFN 구조)

   스트림 암호의 구조에 기반을 둔 표 인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KATAN과 KTANTAN이며 스트림 암

호인 Bivium[13]과 유사한 형태로 2개의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3) KATAN의 구조 (스트림 암호 기반 구조)

2.4  구  결과

   경량 블록 암호의 구 은 하드웨어 구  효율성을 목

으로 한다. 경량 블록 암호의 하드웨어 구  결과는 알

고리즘이 수동형 RFID 태그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실제 RFID 태그에서는 정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고속 연산이 필요하지 않다. 한 기존 

디바이스보다 작고, 가볍고, 렴한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보다 작은 면 을 차지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최근에 소개된 부분의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

즘들은 64 비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드웨어 구  시 

1000 GE 내외의 면 만을 필요로 함을 볼 때, AES를 유

비쿼터스 환경과 같은 제한 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기존의 블록 암호의 구 은 소 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서 빠르게 동작하기 하여 알고리즘을 병렬 으로 동작

하도록 구 하 다. 이를 병렬 는 라운드 기반의 구

(Parallel 는 Round-based Implementation)이라 하는데,  

최근에 제안되는 경량 블록 암호의 경우에는 RFID 태그 

등 력 면 의 구  환경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속도

보다는 면 의 구 과 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구 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직렬 구 (Serialized Implementation)

이라한다. 따라서 최근의 알고리즘은 구  결과로써 이 두 

가지 구  방법이 용한 가능한 형태로 알고리즘이 설계

되고 있으며 구  결과 한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안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운드 기반의 구 인 경우 구  시 한 라

운드를 한 사이클에 동작하도록 구 하는 것이 일반 이다.

알고리즘 구 방식
공정

( m)

면

(GE)

속도

(cycles/

block)

mCrypton-96 Round 0.13 2681 13

mCrypton-128 Round 0.13 2949 13

HIGHT Round 0.25 3048 34

PRESENT-80
Round 0.18 1000 547

Serial 0.18 1570 32

KATAN64 Serial 0.13 1054 254

KTANTAN64 Serial 0.13 688 254

PRINTcipher-48
Round 0.18 503 48

Serial 0.18 402 768

PRINTcipher-96
Round 0.18 967 96

Serial 0.18 726 3072

KLEIN-64 Round 0.18 1981 12

KLEIN-80 Round 0.18 2097 16

KLEIN-96 Round 0.18 2213 20

LED-64 Serial 0.18 1248 966

Piccolo-80
Round 0.13 1274 27

Serial 0.13 743 432

Piccolo-128
Round 0.13 1362 33

Serial 0.13 818 528

<표 4> 경량 블록 암호의 구  결과

  구 하는 공정의 차이로 인하여 구  면 과 력 사용

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하기 해서는 개발 

공정이 같은 것이 좋다. 주 수 설정 한 동일 주 수 

역에서 구 된 결과를 비교해야 하며, 경량 블록 암호의 

경우 수동형 RFID 태그의 암호 동작 주 수인 100KHz에

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경량 블록 암호의 구  성

제3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1호 (2012. 4)

- 751 -



능을 비교하기 하여 주로 구  면 (GE), 속도

(Cycles/Block), 력 사용량 등을 비교하며 최근에는 

FOM(Figure Of Merit = nano bits per clock cycle / 

GE
2)이라는 수치를 통하여 면 과 속도를 하나의 평가치

로 환산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2. 5  경량 블록 암호 개 발 시 고려사항

  제한된 환경에서 구 되어야 하는 경량 블록 암호의 특

징으로 인하여 일반 표  블록 암호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미터의 축소 : 블록 길이, 키 길이 등을 경량 블록 

암호의 응용 환경에 맞게 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를 통해 알고리즘 구  시 내부 상태의 크기를 작게 

하여 구  효율성을 높임.

내부 연산의 최 화 : 단일 4 x 4 S-Box 등을 사용하

여 장 공간을 최 한 임.

비용의 연산 사용 : 하드웨어 구 에 합한 데이터 

의존 비트 치환이나 Shift Register 등을 사용함.

키 스  최 화 : 라운드 키를 사  계산을 통해 

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스터 키로부터 암호화 연산 

도 에 바로 도출 가능하도록 가벼운 키 스 을 구성함.

응용 환경에 따른 구  방법 선택 : 병렬/직렬 구 이 

모두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여 알고리즘이 탑재되는 응

용 장치에 따라 선택 인 구 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결론

   경량 블록 암호의 개발은 RFID/USN 등과 같은 자원 

제한 인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필수 인 연구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 블

록 암호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기 제안된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설계 구조, 라미터, 구  결과 등을 분

석하여 향후 경량 블록 암호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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