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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경량 블록암호 표준인 LEA 알고리듬을 8-비트 데이터 패스의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구현된 LEA-128 
암호 프로세서에 대해 상관관계 전력분석 공격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된 CPA는 공격을 위해 가

정된 라운드키 값으로 계산된 데이터의 해밍 거리와  LEA 암호 프로세서의 전력 소모량 사이의 상관 계수를 분석함

으로써 올바른 라운드키 값을 검출한다. CPA 공격 결과로, 최대 상관계수가 0.6937, 0.5507인 올바른 라운드키 값이 

검출되었으며, 블록암호 LEA가 전력분석 공격에 취약함이 확인되었다. CPA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TRNG 
(True Random Number Generator) 기반의 매스킹 방법을 제안하였다. TRNG에서 생성되는 난수를 암호화 연산 중간

값에 더하는 마스킹 기법을 적용한 결과, 최대 상관계수가 0.1293와 0.1190로 매우 작아 잘못된 라운드키 값이 분석

되었으며, 따라서 제안된 마스킹 방법이 CPA 공격에 강인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LEA) that was standardized as a lightweight block cipher was implemented 
with 8-bit data path, and the vulnerability of LEA encryption processor to correlation power analysis (CPA) attack was 
analyzed. The CPA used in this paper detects correct round keys by analyzing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Hamming distance of the computed data by applying hypothesized keys and the power dissipated in LEA 
crypto-processor. As a result of CPA attack, correct round keys were detected, which have maximum correlation 
coefficients of 0.6937, 0.5507, and this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block cipher LEA is vulnerable to power 
analysis attacks. A masking method based on TRNG was proposed as a countermeasure to CPA attack. By applying 
masking method that adds random values obtained from TRNG to the intermediate data of encryption, incorrect round 
keys having maximum correlation coefficients of 0.1293, 0.1190 were analyzed. It means that the proposed masking 
method i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CPA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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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헬스케어, 산업시설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의 수는 약 260억

개로 매년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oT는 

주변의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되어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하므로, 악의적인 보안 공격에 의해 정

보가 유출되거나 조작, 변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IoT 기술의 응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IoT 기기의 확산속도에 

비해 보안 기술의 적용이 미비해 IoT 관련 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

IoT 보안은 경량 암호ㆍ인증 및 이기종 네트워크 보

안관리, 프라이버시 보호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요구되

며, 디바이스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서비스 환경

에 관련된 보안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IoT 디바이스 보안은 기존의 보안기술을 계승하여 경량

화된 블록 암호 및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에는 IoT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경량 블

록 암호 알고리듬으로 LEA, PRESENT와 공개키 암호

인 타원곡선 암호가 활발하게 구현되고 있다[3-6].

1996년 Paul C. Kocher에 의해 공개키 알고리듬에 

대한 시차분석 공격[7]이 제시된 이래로 전력분석 공격

[8], 전자기파분석 공격[9], 오류 주입 공격[10] 등 다양

한 부채널 공격방법이 제시되었다. 특히, 전력분석 공

격은 강력한 부채널 공격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AES, 

LEA, PRESENT 등의 블록암호 알고리듬은  전력분석 

공격에 취약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전력분석 공격에 대

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다[11-13].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채택된 128-

비트 블록암호 알고리듬 LEA에 대해 IoT 환경에 적합

하도록 저면적의 8-비트 데이터 패스를 갖는 LEA 프로

세서를 설계하고, 부채널 공격 방법 중 하나인 상관관

계 전력분석 공격으로 비밀키 정보의 획득이 가능함

을 실험으로 보였다. 또한,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링 오실레이터 기반의 TRNG(True Random 

Number Generator)와 마스킹 기법을 제안하고, LEA 프

로세서에 적용하여 상관관계 전력분석 공격에 강한 내

성을 가짐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Ⅱ. 전력분석 공격

암호 알고리듬이 구현된 장치에서 암호화 연산이 수

행될 때 누출되는 전력소모량은 내부 데이터 변화를 간

접적으로 알려주는 부채널 정보이며, 전력분석에 의해 

비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CYPTO’99에서 Paul C. 

Kocher에 의해 단순 전력분석(simple power analysis; 

SPA)과 차분 전력분석 (differential power analysis; 

DPA) 공격 방법이 제시되었다[8].

차분 전력분석 공격은 전력소모 파형을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량과 비밀키의 상관관계를 통계

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암호장치가 임의

의 평문 와 비밀키 를 이용하여 암호화 연산을 수행

할 때의 전력소모 파형을 수집하여 표본화하고, 추측한 

비밀키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고, 분류 함수에 따라 

전력소모 파형을 분류하여 평균의 차분 신호를 구한다. 

상관관계 전력분석 공격(correlation power analysis; 

CPA)은 차분 전력분석 공격과 달리, 비밀키를 추정

하여 얻은 암호화 연산 중간값을 해밍무게(hamming 

weight) 모델 또는 해밍거리(hamming distance) 모델로 

변환한다[14].

해밍무게 모델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암호장치에 

적용되는 전력소모 모델로서 ‘1’의 값을 갖는 비트 수와 

소비전력이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는 모델이다. 해밍거

리 모델은 하드웨어로 구현된 암호장치에 적용되는 전

력소모 모델이며, 스위칭된 비트의 개수와 소비전력이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는 모델이다. 두 비트열 에 

대한 해밍거리 모델은 식 (1)과 같이 으로 

나타내며, 은 해밍무게 모델을 나타낸다.

  ⊕                     (1)

CMOS 회로로 구현된 하드웨어 장치는 출력이 0→1

로 스위칭 될 때 전원으로부터 전류가 흐르며, 1→0로 

스위칭 될 때는 출력 커패시터에 저장되어있던 전류가 

흘러 전력소모가 일어난다. 따라서 특정 비트의 스위칭 

전력소모는 식 (2)와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                    (2)

는 총 전력 소모량이며, 는 전력 소모량과 해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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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간의 스칼라 이득 값이며, 는 암호화 연산과 상관

없이 발생하는 오프셋과 잡음 성분으로 구성된 전력 소

모량이다.

상관관계 전력분석 공격은 추측된 비밀키를 사용하

여 계산된 암호화 연산 중간값을 해밍거리 모델로 변환

한 값과 실제 측정된 소모전력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하

여 올바른 비밀키를 분석한다. 상관관계 계산방법은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





 







  

      (3)

식 (3)을 통해 계산된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

을 갖는다. -1과 1에 가까울수록 각각 음,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며, 두 분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면 상관계수

는 0에 가까워진다. 실제 소모전력과 변환된 해밍거리 

모델은 모두 비트의 스위칭에 관계되므로,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진다. 추측된 비밀키를 사용해서 계산된 상관계

수가 가장 높을 때, 추측된 비밀키를 옳은 비밀키로 판

단한다.

Ⅲ. LEA-128 암호화 프로세서 설계

블록암호 알고리듬 LEA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128-비트 블록암호 알고리듬이다[4]. LEA의 라

운드 함수는 32-비트 ARX(Addition, Rotation, XOR) 

연산으로 구성되며, 비선형 치환함수인 S-box를 사용

하지 않아 경량 구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LEA에 대한 전력분석 공격 모의실험

을 위해 평문을 128-비트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암호문

을 생성하는 LEA-128 암호화 프로세서를 8-비트 데이

터 패스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LEA-128 암호화 코어는 

그림 1의 구조를 가지며, 라운드 블록, 키 스케줄 블록, 

제어 블록으로 구성된다. 라운드 블록과 키 스케줄 블

록을 8-비트 데이터 패스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평문과 

비밀키가 입력되는 핀이 공유되도록 하였다.

LEA-128의 라운드 함수는 32-비트 단위의 ARX 연

산으로 구성되므로, 8-비트 단위의 ARX 연산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8-비트 데이터 

패스로 구현된 라운드 블록은 그림 2와 같으며, 8-비트 

상태 레지스터 16개(∼)와 XOR, 모듈로 

덧셈 및 1-비트 캐리보존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32-비트 데이터패스 구조에서는 라운드키 가산과 비

트 순환이동 후, 상태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된다. 32-비

트 순환이동이 8-비트 데이터 패스에서 처리되기 위해 

4-클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8-비트 데이터패스 구조

에서는 라운드키 가산과 상태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되

고 4-클록에 걸쳐 쉬프트 되는 동안에 비트 순환이동이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레지

스터 없이 비트 순환이동이 수행되도록 최적화 하였다. 

암/복호화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는 라운드키는 키 스

케줄에 의해 생성된다. 생성된 라운드키는 내부 상태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선택적으로 8-비트 크기로 출력

된다. 그림 3은 구현된 LEA-128 암호화 프로세서의 기

능검증 결과이다. 문헌[4]의 표준에 제시된 128-비트의 

Fig. 1 LEA-128 encryption processor

Fig. 2 LEA-128 round block implemented with 8-bit 
data-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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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문 “0x10111213_14151617_18191a1b_1c1d1e1f”와 

비밀키 “0x0f1e2d3c_4b5a6978_8796a5b4_c3d2e1f0”

를 검증용 테스트 벡터로 사용하였다. 기능 검증결과로 

암호문 “0x9fc84e35_28c6c618_5532c7a7_04648bfc”가 

출력되어 구현된 LEA-128 프로세서의 기능이 정상 동

작함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LEA-128 암호 코어에 대한 전력분석 공격 모

의실험을 위해 0.18-㎛ CMOS 표준셀을 사용하여 레이

아웃을 설계하였다. 그림 4는 Astro 툴을 사용하여 Auto 

P&R 방식으로 설계된 레이아웃 도면이다. 레이아웃으

로부터 기생(parasitic) RC가 포함된 네트리스트를 추출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력소모 파형 측정하였다.

Ⅳ. LEA-128에 대한 전력분석 공격

4.1. LEA에 대한 상관관계 전력분석 공격

설계된 LEA-128 암호 프로세서에 대해 상관관계 전

력분석 공격은 그림 5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임의의 

평문 1,000개에 대하여 암호화 연산 중 발생하는 소비

전력 측정을 위해 레이아웃에서 추출된 게이트 레벨 네

트리스트를 이용하여 PrimeTime- PX로 전력소모 파형

을 측정한다.

상관계수 계산을 위해 소비전력 측정에 사용된 임의

의 평문 1,000개와 추측된 비밀키를 사용하여 계산된 

암호 연산 중간값에 따른 소모전력 모델을 생성하기 위

해 해밍거리 모델로 변환한다. 다음으로, 측정된 전력

소모 파형을 표본화한다. 암호화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사용된 라운드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의 전력

소모 파형과 해밍거리 모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하므로, 라운드키가 사용된 시점의 전력소모 파형만을 

표본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6의 실선과 점선의 경로를 따라 

연산되어 출력 레지스터 Dout에 저장된 값의 변화에 따

른 실제 전력소모량과 해밍거리 모델 간의 상관계수 계

산을 통해 라운드키를 분석하였다. 출력 레지스터는 다

른 레지스터에 비해 부하 커패시턴스 용량이 비교적 크

기 때문에 LEA-128 코어의 전체 전력소모량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 분석 위치로 적합하다.

입력된 128-비트 평문은 암호화 연산이 수행되기 전 

내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으며,  에 저

장된 평문은 실선의 경로를 따라 라운드키 가산이 이루

어지고 모듈로 덧셈 이후에  레지스터에 저장된

다. 이후 실선 경로를 따라 비트 순환이동이 이루어지

고 출력 레지스터로 쉬프트 된다. 

해밍거리 모델에 사용되는 라운드키  는 키 

Fig. 5 Flow of correlation power analysis attack

Fig. 4 Layout of LEA-128 encryption processor

Fig. 3 Simulation result of LEA encryption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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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블록에서 생성된 라운드키 가운데 선택적으로 

입력되는 8-비트 값이다. 추측 가능한 라운드키 조합 

 ×개에 대해 해밍거리 모델값을 계산한다.

4.2. 상관계수 계산

상관계수는 다음의 3단계 과정으로 계산되며, 상관

계수 계산 결과가 1에 가장 근접 할 때, 상관계수 계산

에 사용된 라운드키를 옳은 라운드키로 판단한다.

(1) 임의의 평문 1,000개에 대한 암호화 연산의 전력소

모량  를 측정 및 표본화

(2)  ×개의 라운드키 조합에 대해 그림 6에 표시된 

경로의 해밍거리 값  를 계산 

(3) 계산된 와 를 식 (4)에 대입하여 상관계수  

을 계산 (단,   와 는 평균값을 나타냄)





          (4)

4.3. CPA 공격 결과

본 실험에 사용된 비밀키는 “0x0f1e2d3c_4b5a6978_ 

8796a5b4_c3d2e1f0”이며, 키 스케줄링을 통해 생성된 

최초 192-비트 라운드키는 “0x003a0fd4_02497010_ 

194f7db1_02497010_090d0883_02497010” 이다. 

그림 7은 CPA 공격 실험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림 

7-(a)는 최대 상관계수 0.6937로 계산된 라운드키


의 최하위 8-비트(

  )인 0x83과 


의 최하위 8-비트(
  )인 0x10이 분석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7-(b)는 최대 상관계수 0.5507로 

계산된 라운드키 
의 나머지 하위 8-비트

(
  )인 0x08과 

의 나머지 하위 8-비트

(
  )인 0x70이 분석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두 번의 분석으로 
의 하위 16-비트(

  )

인 0x0883과 
의 하위 16-비트 (

  )인 

0x7010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LEA- 128 암호 코어에 대

한 CPA 공격이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Signal path for correlation power analysis

(a)

(b)

Fig. 7 Recovering correct round keys by CPA attack 
for LEA-128 encryption processor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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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PA 대응을 위한 마스킹 기법

CPA 공격은 실제 측정된 소모전력 파형과 공격자가 

모델링한 암호화 중간값의 해밍거리 모델 간의 관련성

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소모전력과 해밍거리 모

델 간의 상관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

이다. 주로 사용되는 대응 방법으로는 암호화 연산 중

간값에 난수를 더하는 마스킹(masking) 기법과 비트 스

위칭에 따른 전력 소모량을 일정하게 하는 하이딩 기법 

등이 있다. 특히 마스킹 기법은 구현과 적용이 쉬워 암

호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된다[11].

5.1.난수 발생기 설계

마스킹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난수 발생기가 필

요하다. 난수 발생기는 구현 방법에 따라 참 난수 발생

기(true random number generator; TRNG)와 유사 난수 

발생기(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 PRNG)로 분

류된다. PRNG는 시드(seed)를 입력받아 난수 생성 알

고리듬을 기반으로 유사 난수를 생성하며, TRNG는 방

사성 물질이나 링 오실레이터(ring oscillator; RO)의 지

터(jitter)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비결정적인 잡음원을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환경에서 구현이 쉬운 RO 

샘플링 방법 기반 TRNG을 구현한다[15]. 난수 발생기

는 잡음원와 후처리 단계로 구성된다. 엔트로피 소스는 

난수성의 원천이며, 후처리 단계는 엔트로피 소스로부

터 추출된 비트열에 대해 편차 성분과 비난수성(non- 

random) 요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후처리 단계는 

PRNG와 유사하게 알고리듬 기반으로 난수성을 높이

며, 해시(hash) 함수나 선형귀환 시프트 레지스터(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LFSR) 등을 이용한다.

RO 기반 엔트로피 소스는 홀수개의 인버터로 구성

된 RO들의 출력을 XOR 트리로 묶고, 시스템의 정규 클

록 신호를 사용하여 샘플링 한다. 샘플링된 값은 RO의 

지터에 의해 불확실한 값을 갖는 천이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포함되어있으며, 불확실한 값을 갖는 구간

의 비율을 fill rate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는 RO의 

주기 대비 지터 비율이 높거나, RO의 개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난수 생성에 좋은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1

에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구현 비용이 필요하

므로, 성능과 면적간의 교환조건 관계를 고려하여 구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의 개수가 

3, 5, 7, 11, 13, 17, 19개인 RO를 각각 20개 사용하여 엔

트로피 소스을 구현하였다.

후처리 단계에서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로 매핑하는 해쉬 함수, 큰 주기를 갖는 비트열을 

생성하는 LFSR 등이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림 8(a),(b)의 43-비트 LFSR과 37-비트 CASR를 사용하

였다. 43-비트 LFSR은    의 특성 

다항식을 가지며, 최대 사이클 길이  와 편차 

을 갖는다. 37-비트 CASR의 동작은 식 (5)와 같으며, 최

대 사이클 길이   와 편차    을 갖는다.

   ⊕                          (5)

본 논문에서는 그림 9와 같이 TRNG를 설계하였으

며, 후처리 단계는 최대 사이클 길이    

와 편차  을 갖는다. 43-비트 LFSR의 하위 8-비트

와 37-비트 CASR의 하위 8-비트를 XOR하여 마스크 

값으로 사용하며, 1회의 암호연산이 완료되면 새로운 

마스크 값이 사용된다. 

(a)

(b)

Fig. 8 Post-processing of TRNG (a) 43-b LFSR, (b) 
37-b CASR

Fig. 9 TRNG using ring osc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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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난수는 표 1과 같이 FIPS 140-2의 기준[16]을 

적용하여 Monobit 테스트, Runs 테스트, Long run 테스

트를 진행하였다. Monobit 테스트는 비트열에서 ‘1’의 

개수이며, Runs 테스트는 ‘0’ 또는 ‘1’로만 구성된 연속

적인 비트들의 개수이다. Long run 테스트는 동일한 비

트로 구성된 연속적인 비트의 최대 길이이다. 출력된 

난수를 20,000 비트로 구성된 비트열로 변환한 후, 각각

의 테스트 방법을 적용하여 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구현된 TRNG는 FIPS 140-2 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5.2. 마스킹 기법을 적용한 라운드 회로 설계

LEA 암호 프로세서의 라운드 블록에서 소모되는 전

력과 암호화 연산 중간값의 해밍거리 모델과의 상관관

계를 제거하기 위해 그림 10과 같이 라운드 블록에 마

스킹 기법을 적용하였다. 마스크 값은 TRNG로부터 8-

비트 난수값을 16-클록에 걸쳐 입력받아 32-비트 레지

스터 mask_1, mask_2, mask_3, mask_4에 저장되며, 그

림 10에 적용되는 8-비트 마스크 값 m1, m2, m3, m4를 

출력한다. 해당 8-비트 값은 매 클록마다 순차적으로 바

뀌며, 32-비트 레지스터의 [7:0], [15:8], [23:16], [31:24]

의 값이다. m5, m6, m7은 적용된 마스크 값을 해제하는

데 사용되는 값이며, m5=m7⊕m2⊕m3, m6=m7⊕

m2⊕m3⊕m4의 관계를 갖는다. 

5.3. 마스킹 적용 회로에 대한 CPA 공격 결과

실험에 사용된 비밀키는 4.3절에서와 동일한 값

“0x0f1e2d3c_4b5a6978_8796a5b4_c3d2e1f0”이며, 키 

Fig. 10 CPA-path with masking

Table. 1 Verification results of randomness of TRNG

FIPS 140-2 This paper

Monobit test 9725 < x < 10275 9852

Runs test

length of run length of run

 1 2343-2657  1 2424

 2 1135-1365  2 1209

 3 542-708  3 609

 4 251-373  4 341

 5 111-201  5 160

 6+ 111-201  6+ 156

Long run test < 26 13

(a)

(b)

Fig. 11 Recovering incorrect round keys by CPA attack 
for LEA-128 encryption processor with masking circuit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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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을 통해 생성된 최초 192-비트 라운드키는 

“0x003a0fd4_02497010_194f7db1_02497010_090d088

3_ 02497010” 이다. 

그림 11은 마스킹 적용 회로에 대한 CPA 공격 결과

이다. 매스킹에 의해 매우 낮은 상관계수 값이 얻어졌

으며, CPA 공격을 통한 비밀키 획득이 불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1-(a)는 최대 상관계수 0.1239로 계

산된 라운드키 
의 최하위 8-비트(

  )는 

0xb9, 
의 최하위 8-비트(

  )는 0x0f로 

분석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b)는 최대 상관계

수 0.1190으로 계산된 라운드키 
의 나머지 하위 

8-비트(
  )는 0xff, 

의 나머지 하위 8-

비트(
  )는 0x29로 분석되었음을 보이고 있

다. 분석된 라운드키 값들은 모두 잘못된 값이며, 본 실

험 결과를 통해 마스킹 기법이 적용된 LEA-128 코어는 

CPA 공격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 적합한 8-비트 데이터 패

스를 갖는 LEA-128 암호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설계

된 LEA-128 암호 프로세서에 대해 CPA 공격 실험을 

했다. 두 개의 라운드 변환에 대한 전력분석 공격의 결

과로, 최대 상관계수 0.6937과 0.5507을 갖는 하위 16

비트의 라운드키 값이 얻어졌으며, 올바른 킷값으로 

확인되었다. 전력분석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

스킹 기법을 적용하였다. 링 발진기 기반의 참 난수발

생기를 구현하고, 생성된 난수를 라운드 블록에 마스

크 값으로 적용하였다. 마스킹 기법을 적용한 LEA 암

호 프로세서에 CPA 공격 실험을 진행한 결과, 최대 상

관계수 0.1293, 0.1190를 갖는 잘못된 라운드키 값이 

얻어졌다. 

본 논문의 매스킹 기법을 적용한 LEA 암호 프로세서

는 상관관계 전력분석 공격에 라운드키 값이 노출되지 

않는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경량화된 암호 장치를 필

요로 하는 IoT 시스템의 디바이스 보안 SoC 개발에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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