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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RESENT, ARIA, AES의 3가지 블록 암호 알고리듬을 지원하는 다중 암호 프로세서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설계

된 암호 칩은 PRmo (PRESENT with mode of operation), AR_AS (ARIA_AES) 그리고 AES-16b 코어로 구성된다. 
64-비트 블록암호 PRESENT를 구현하는 PRmo 코어는 80-비트, 128-비트 키 길이와 ECB, CBC, OFB, CTR의 4가지 

운영모드를 지원한다. 128-비트, 256-비트 키 길이를 지원하는 AR_AS 코어는 128-비트 블록암호 ARIA와 AES를 

자원공유 기법을 적용하여 단일 데이터 패스로 통합 구현되었다. 128-비트 키 길이를 지원하는 AES-16b 코어는 저

면적 구현을 위해 16-비트의 데이터패스로 설계되었다. 각 암호 코어는 on-the-fly 키 스케줄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문/암호문 블록의 연속적인 암호/복호화 처리가 가능하다. FPGA 검증을 통해 설계된 다중 블록 암호 프로세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였다. 0.18㎛ 공정의 CMOS 셀 라이브러리로 합성한 결과, 54,500 GEs (gate equivalents)로 구현

이 되었으며, 55 MHz의 클록 주파수로 동작 가능하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esign of crypto-processor that supports multiple block cipher algorithms of PRESENT, 
ARIA, and AES. The crypto-processor integrates three cores that are PRmo (PRESENT with mode of operation), 
AR_AS (ARIA_AES), and AES-16b. The PRmo core implementing 64-bit block cipher PRESENT supports key 
length 80-bit and 128-bit, and four modes of operation including ECB, CBC, OFB, and CTR. The AR_AS core 
supporting key length 128-bit and 256-bit integrates two 128-bit block ciphers ARIA and AES into a single data-path 
by utilizing resource sharing technique. The AES-16b core supporting key length 128-bit implements AES with a 
reduced data-path of 16-bit for minimizing hardware. Each crypto-core contains its own on-the-fly key scheduler, and 
consecutive blocks of plaintext/ciphertext can be processed without reloading key. The crypto-processor was verified 
by FPGA implementation. The crypto-processor implemented with a 0.18㎛ CMOS cell library occupies 54,500 gate 
equivalents (GEs), and it can operate with 55 MHz clock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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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스마트

홈, 스마트카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실용화가 급

속히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들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서는 디바이스 

간 통신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및 

기기 간 인증(authentication)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1]. 

정보보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암호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칭키 암호(symmetric key cipher) 방식, 공개

키 암호(public key crypto-system) 방식, 해시(hash) 암

호 등이 사용된다. 공개키 암호는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가 사용되는 방식으로 비대칭키 암호라고

도 하며, 전자서명, 인증, 키 교환, 무결성 등의 보안 목

적을 위해 사용된다. 반면에 대칭키 암호는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가 사용되는 방식으로 공개키 암호

에 비해 연산이 간단하여 많은 양의 정보에 비밀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칭키 암호 방식으

로는 미국 표준인 AES[2], 우리나라 표준인 ARIA[3]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IoT, RFID 등의 보안에 적

합한 경량 암호(lightweight cryptography) 알고리듬으

로 PRESENT[4], HIGHT[5], LEA[6], CLEFIA[7] 등이 

제안되고 있다.

보안 알고리듬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구현

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안전성과 저전력 소모가 중요

한 시스템에서는 전용 하드웨어 구현 방식이 사용된다. 

특히 IoT, RFID, 스마트카드 등 제한된 하드웨어/소프

트웨어 자원을 갖는 시스템에서는 보안 알고리듬의 소

프트웨어 구현 보다는 저전력과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하드웨어 보안 IP들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다양한 하드

웨어 구현 사례들이 발표 되고 있다[8-11].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블록암호 알고리듬 ARIA, 

AES, PRESENT를 지원하는 암호 프로세서를 설계하

고, MPW 칩 제작을 위한 레이아웃 및 검증을 하였다. 

Ⅱ장에서는 블록암호 알고리듬 PRESENT, ARIA, AES

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세 가지 코어가 

집적된 다중 블록암호 프로세서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Ⅳ장에서는 FPGA 검증 및 레이아웃 설계에 대해기술

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블록 암호 알고리듬

2.1. PRESENT 블록 암호 알고리듬[4]

경량 암호 기술표준 ISO/IEC 29192-2로 규정된 

PRESENT 알고리듬은 64-비트 단위로 암호/복호 하는 

대칭키 방식의 블록암호이다. PRESENT는 간단한 구

조의 SPN(Substitution and Permutation Network) 방식

으로 31회의 라운드 변환을 통하여 평문/암호문을 출

력한다. PRESENT의 암호/복호 과정은 그림 1과 같으

며, 암호화 과정의 라운드 변환 순서는 그림 1-(a)와 같

다. 한 라운드는 라운드키 가산을 하는 addRoundKey, 

4-비트 단위로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는 SBox, 64-비트 

치환을 수행하는 PLayer로 구성된다. 복호화 과정은 그

림1-(b)와 같이 암호화 과정의 역순으로 구성되며, 라

운드키도 역순으로 사용된다. 이 때, SBox의 역변환을 

위한 InvSBox 와 비트 역치환을 위한 InvPLayer가 사

용되며, 암호/복호 과정에서 매 라운드 마다 사용되는 

라운드키는 마스터키를 바탕으로 키 스케줄러에 의해 

생성된다.    

2.2. ARIA 블록 암호 알고리듬[3]

ARIA(Academy, Reserch Institute, Agency) 알고리

듬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주도로 개발 되었으며,  

128-비트의 블록 길이를 가지는 대칭키 방식의 블록암

호 알고리듬이다. 128/192/256-비트의 세 가지 키 길이

를 지원하며, 키 길이에 따라 12/14/16회의 라운드 변환

             (a)                        (b)  

Fig. 1 Encryption and decryption of PRESENT  
(a) encryption, (b) de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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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ISPN(Involution 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구조를 갖는다.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이 

동일한 구조를 Involution 이라고 하며, SPN 구조는 

S-box와 확산함수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ARIA의 암호화/복호화 과정은 그림 2와 같고, 홀수 라

운드변환 함수(F0)와 짝수 라운드변환 함수(Fe)로 구분

되어 각기 다른 치환(Substitution) 계층이 사용되며, 마

지막 라운드변환 함수(Ff)에는 확산(Diffusion) 계층이 

라운드키 가산으로 대체된다.  암호화 과정에서는 암호

화 라운드키 eki가 사용되고, 복호화 과정에서는 복호

화 라운드키 dki가 사용되며, 라운드키는 키 확장을 통

해 생성된다. 

2.3. AES 블록 암호 알고리듬[2]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기존에 사용

되던 DES의 안전성 저하 문제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기술표준국(NIST)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128-비트블

록길이와 128/192/256-비트의 세 가지 키 길이를 지원

하며, 키 길이에 따라 10/12/14회의 라운드 변환을 수행

하는 SPN 구조를 갖는다.

AES의 암호화 과정은 그림 3-(a)와 같으며, 초기 라

운드키 가산, (Nr-1)번의 반복 라운드 및 최종 라운드의 

순서로 처리된다. 최종 라운드를 제외한 (Nr-1)번의 라

운드는 4행×4열로 구성되는 State에 대해 SubBytes, 

ShiftRow, MixColumn, KeyAdd의 순서로 구성된다. 

복호화 과정은 암호화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며, 암호

화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는 SubBytes의 역변환인 

InvSubBytes, ShiftRow의 역변환인 InvShiftRow, 

MixColumn의 역변환인 InvMixColumn이 사용된다. 

KeyAdd에 사용되는 라운드키는 암호화 과정의 역순

으로 사용된다.  

Ⅲ. 다중 블록 암호 프로세서 설계

PRESENT, ARIA, AES의 3가지 블록암호를 지원하

도록 설계된 다중 암호 프로세서의  내부 구조는 그림 4

와 같다. PRmo (PRESENT with mode of operation) 코

어, AR_AS (ARIA_AES) 코어 그리고 AES-16b 코어로 

구성되며, 2-비트의 core_mode 신호에 따라 세 개의 암

호 코어가 선택적으로 동작한다. 제한된 I/O 핀 수를 고

          (a)                     (b)

Fig. 3 Encryption and decryption of AES block cipher
(a) encryption, (b) decryption

            (a)                         (b)

Fig. 2 Encryption and decryption of ARIA block cipher
(a) encryption, (b) de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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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평문/암호문이 16-비트 씩 시분할 방식으로 입

ㆍ출력 되도록 하였다. 내부에 128/256-비트 입ㆍ출력 

포트를 갖는 AR_AS 코어의 경우 iRegister, oRegister

를 통해 I/O 데이터 변환이 이루어진다. 

3.1. PRmo(PRESENT with mode of operation) 코어

64-비트 블록암호 PRESENT를 구현한 PRmo 코어

[11]는 80/128-비트의 두 가지 키 길이와 ECB, CBC, 

OFB, CTR의 4가지 운영모드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

다. 내부 구조는 그림 5와 같으며, PRESENT_Core, 운

영모드 동작에 필요한 두 개의 64 비트 레지스터

(iv_reg, op_reg), XOR 게이트, 멀티플렉서 그리고 제어

블록으로 구성된다. 평문(암호문), 운영모드를 위한 초

기값 IV와 키는 data_in 포트를 통해 16 비트씩 입력되

고, 암호문(평문)은 data_out 포트를 통해 16 비트씩 출

력된다. PRESENT 알고리듬을 구현하는 PRESENT_ 

Core 모듈은 라운드 변환 블록, 키 스케줄러 그리고 제

어 블록으로 구성된다. 내부 데이터 패스를 64 비트로 

구현하여 한 라운드 변환이 단일 클록에 처리되며, 64 

비트 평문 블록의 암호화에 32 클록이 소요된다. 

3.2. AR_AS(ARIA_AES) 코어

128-비트 블록암호 ARIA와 AES를 통합하여 단일 

데이터 패스로 구현된 AR_AS 코어는 알고리듬의 유사

성을 이용한 자원공유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며, 

128/256-비트의 두 가지 키 길이를 지원한다. 내부 구조

는 그림 6과 같으며, ARIA 블록암호화 AES 블록암호의 

라운드변환을 처리하는 통합 라운드 변환 블록, 라운드

키를 생성하는 통합 라운드키 생성 블록 그리고 제어 블

록으로 구성된다. 내부 데이터 패스를 128 비트로 구현

하여 한 라운드 변환이 단일 클록에 처리된다. 128 비트 

평문(암호문) 블록의 암호화(복호화)에 AES-128, 

AES-256 모드의 경우 각각 11, 15 클록 사이클이 소요

되고, ARIA-128, ARIA-256 모드의 경우 각각 13, 17 클

록 사이클이 소요된다. 통합 라운드 변환 블록은 ARIA

와 AES의 라운드 변환을 구성하는 치환 계층과 확산 계

층에 자원공유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Fig. 5 Internal structure of PRmo core 

Fig. 4 Crypto-processor supporting three block ciphers

Fig. 6 Internal structure of AR_AS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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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ES-16b 코어

128-비트 블록암호 AES를 구현한 AES-16b 코어는 

128-비트 단일 키 길이를 지원하며, 그림 7과 같이 구성

된다. 라운드 변환 블록이 16-비트 데이터 패스로 설계

되어  단일 라운드 변환에 8 클록 사이클이 소요되고, 

128 비트 평문 블록의 암호화에 80 클록 사이클이 소요

된다. 암호화 연산과 복호화 연산의 하드웨어 자원이 

공유되도록 최적화 하여 설계되었다.

Ⅳ. 기능검증 및 레이아웃 설계

4.1. FPGA 기능검증

설계된 암호 프로세서를 FPGA 보드에 구현하여 하

드웨어 동작과 기능을 검증하였다. 검증 시스템은 PC, 

FPGA 보드, UART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FPGA 소

자는 Xilinx Virtex5 XC5VSX95T가 사용되었다. 그림 

8은 FPGA 검증 시스템을 보이고 있으며, C# 기반의 

GUI 환경을 통해 암호 프로세서의 암호화/복호화 결과

를 표시한다. GUI 화면의 좌측 이미지가 평문 데이터이

며, 이를 FPGA로 전송하여 암호 프로세서에서 암호화 

한 결과는 화면 중앙의 이미지와 같다. 암호화된 이미

지를 FPGA로 전송하여 복호화 한 결과는 화면 우측의 

이미지와 같다. 화면 우측의 복호된 이미지가 좌측의 

원본 이미지와 동일하므로, 설계된 암호 프로세서가 올

바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a)는  PRmo 코

어의 ECB 모드 동작에 대한 FPGA 검증결과이다. ECB 

Fig. 7 Internal structure of AES-16b core

(a)

(b)

Fig. 9 FPGA verification result of PRmo core
(a) ECB mode (b) OFB modeFig. 8 FPGA verification system of crypto-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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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의 경우, 동일한 평문을 암호화하면 동일한 암호문

이 출력되므로, 원본 이미지가 암호화 되었지만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b)는 PRmo 코어의 

OFB 모드 동작에 대한 검증결과이며,  OFB 모드에 의

해 원본 이미지가 랜덤 값으로 암호화되었다. OFB 모

드에서는 현재 블록의 암호화 결과가 다음 블록의 암호

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평문들을 암호화하더라

도 동일한 암호문이 출력 되지 않는다. 

4.2. 레이아웃 설계

다중 블록암호 프로세서를 0.18㎛ CMOS 공정을 사

용해서 MPW 칩으로 제작하기 위해 그림 10의 과정으

로 레이아웃 설계와 검증을 수행하였다. Verilog HDL

로 모델링된 크립토 프로세서는 RTL 기능검증 후, 논리

합성을 통해 게이트 수준 네트리스트를 생성한다. 게이

트 지연정보를 반영하여 레이아웃 이전 정적 타이밍 분

석(static timing analysis)과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반부 설계 검증이 이루어졌다. 레이아웃 설계는 Astro 

툴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레이아웃 결과로부터 추

출된 기생 RC를 반영하여 레이아웃 후 STA와 타이밍 

시뮬레이션의 후반부 설계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11

은 레이아웃 사진이며, 다이 면적은 3.8㎜×3.8㎜ 이고, 

암호 프로세서의 면적은 약 960㎛×960㎛ 이다. 

Fig. 11 Layout of the crypto-processor

Ⅴ. 결  론

세 가지 블록암호 알고리듬을 지원하는 다중 표준 암

호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FPGA 구현을 통해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0.18㎛ 공정을 사용해 MPW 칩으

로 제작하기 위한 레이아웃 설계와 검증을 수행하였다. 

54,500 GEs로 구현된 암호 프로세서의 레이아웃 면적

은 960㎛×960㎛이며, 55 MHz의 클록 주파수로 동작 

가능하다. 설계된 암호 프로세서는 우리나라와 국제 표

준으로 제정된 세 가지 블록암호를 지원하므로, 스마트 

자동차 보안, IoT 디바이스 보안 등 다양한 응용분야의 

보안 시스템 구현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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