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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량 블록암호화 (LEA: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는 암호화 연산의 효율성과 높은 보안성으로 인해 국

내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블록암호화 알고리듬이다. 지금까지 많은 LEA 구현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다양

한 플랫폼과의 보안 통신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환경에 활용 가능한 일체형 구현 기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

에서는 다양한 플랫폼과 효율적으로 보안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형 구현 기법을 이용하여 LEA를 ARM 
Cortex-M3 프로세서 상에서 구현한다. 이를 위해 키생성과 암호화 과정에 필요한 인자들을 가용 가능한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저장하였으며 바렐쉬프터 (Barrel-shifter)를 활용하여 회전 연산을 최적화하였다. 해당 기법은 라운드키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사양 프로세서 상에서 RAM의 사용량을 최소화한다. 구현 결과물은 ARM Cortex-M3 프로

세서 상에서 평가되었으며 34 cycles/byte 안에 수행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LEA)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lightweight block cipher algorithm due to its 
high efficiency and security level. There are many works on the efficient LEA implementation. However, many works 
missed the secure application services where the IoT platforms perform secure communications between heterogeneous 
IoT platforms. In order to establish the secure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m, the encryption should be performed 
in the on-the-fly method.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LEA implementation performing the on-the-fly method over the 
ARM Cortex-M3 processors. The general purpose registers are fully utilized to retain the required variables for the key 
scheduling and encryption operations and the rotation operation is optimized away by using the barrel-shifter technique. 
Since the on-the-fly method does not store the round keys, the RAM requirements are minimized. The implementation is 
evaluated over the ARM Cortex-M3 processor and it only requires 34 cycles/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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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량 암호화 알고리듬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LEA)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되어 

WISA'13에서 발표되었다 [1]. LEA 알고리듬은 덧셈, 
회전 그리고 XOR 연산과 같이 간단한 연산을 기본으로 

하는 Addition-Rotation-XOR (ARX) 구조를 따른다. 해
당 구조는 기본적인 연산들을 활용하여 구현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현 시 매우 효율적이

다. 특히 3개의 연산 중 회전 연산의 경우 소프트웨어 상

에서는 바렐쉬프터 (Barrel shifter) 그리고 하드웨어 상

에서는 wiring을 통해 간단하게 구현 가능한 특징을 가

진다. 지금까지 많은 LEA 최적화 구현 논문이 발표되었

다. ICISC'13에서는 ARMv7-A 프로세서 상에서 LEA 
암호화를 구현한 결과가 소개되었다 [2]. 특히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IMD) 연산자인 NEON을 이

용하여 LEA 연산을 task-parallelism관점에서 구현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014년도에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

인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LEA를 구현한 결과가 소개되

었다 [3]. 해당 논문에서는 웹브라우저 환경 상에서도 

LEA를 통해 효율적으로 암호화 통신이 가능함을 제시

하였다. WISA'15에서는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경량 사

물인터넷 디바이스 상에서의 최적화 LEA 구현결과가 

소개되었다 [4]. WISA'16에서는 ARMv7-A 프로세서 

상에서 ARM과 NEON 명령어 셋을 혼용하여 연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5].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동시에 다

수의 암호화 연산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장 최근

에는 64 비트 ARMv8-A 프로세서 상에서 LEA 구현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6].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하나의 키에 대한 암호화 연산 

최적화 구현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네트워

크 환경과 같이 하나의 컴퓨터와 다량의 정보를 교환하

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환경과 같

이 다수의 센서들로부터 소량의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

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 이유는 키생

성을 통해 라운드 키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라운드 키를 

저장하기 위한 RAM의 소모가 늘어나게 되며 키생성 연

산도 따로 구현하게 될 경우 부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체형 (on-the-fly) 구현 기법을 

통해 키 생성과 암호화 연산을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RAM 사용량과 다수의 센서와의 통신 시간을 

최적화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경량 암호

화 알고리듬 LEA와 타겟 프로세서인 ARM Cortex-M3
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최적화 기법에 대해 확인

해 본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통해 얻

어낸 성능 향상에 대해 확인해 본다. 5장에서는 본 논문

을 마무리한다. 

Ⅱ. 관련 연구

2.1. LEA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듬

LEA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듬은 국가보안기술 연구

소에 의해 2013년에 국제학회 WISA에서 발표되었다 

[1]. 기존의 AES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듬에서 Substitution 
Permutation Network (SPN) 구조를 활용하여 설계되었

다. 반면에 LEA 대칭키 암호화는 Addition-Rotation- 
XOR(ARX) 구조를 사용하여 복잡한 S-box 연산 없이 

암호화를 수행한다. ARX 구조 상에서는 암호화 연산이 

고정된 시간 안에 수행이 가능하여 이전 SPN 구조 상에서 
취약했던 Timing 공격에도 강인한 장점을 가진다 [7].

2.2. 타겟 프로세서: ARM Cortex-M3

아두이노 DUE의 메인 프로세서로 활용되고 있는 

ARM Cortex-M3 프로세서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현

에 매우 효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ARM Cortex-M3 
프로세서의 장점으로는 32-비트로 동작하는 연산자, 저
전력 프로세싱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프
로세서는 ARMv7-M 구조를 따르며 3단계 파이프 라인

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16-비
트 단위로 연산자를 구성하는 Thumb-1 명령어 셋을 지

원하며 이를 이용하면 동일한 32-비트 ARM 연산자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절반에 가까운 코드로 구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Thumb-2 명령어 셋도 

지원한다. 기존 Thumb-1 명령어 셋의 경우 16-비트의 

한계로 인해 작성이 불가능한 코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는 32-비트 연산자인 ARM 명령어를 활용

하여 성능과 코드 크기를 조절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ARM Cortex-M3 프로세서 상의 

명령어 셋인 덧셈, eXclusive-or 그리고 비트-시프트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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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r Description Cycles

ADD Addition 1

EOR XOR 1

ROR Logical shift right 1

Table. 1 Cortex-M3 instruction set summary

Ⅲ. 제안하는 LEA 구현 기법

LEA 암호화 알고리듬의 기본적인 연산은 32-비트 기

반의 덧셈, XOR 그리고 비트-시프트이다. 덧셈과 XOR
의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ADD 그리고 EOR 연산자를 이

용하면 1 클록 안에 구현이 가능하다. 회전연산의 경우

에도 ROL 연산자와 barrel shifter를 활용하면 매우 효율

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따라서 32-비트 프로세서 상에서

의 ARX 연산 구현은 다른 프로세서에 비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LEA 암호 알고리듬 구현 결과물이 제

안되었다. 대부분의 결과물은 키스캐줄링 보다는 암호

화 연산에 집중되어 연구되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부상

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암호화 연산과 더불

어 키를 생성하는 연산에 대한 최적화가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그 이유는 이기종의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실시

간으로 통신해야 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키가 아니라 다수의 키로 각각의 사물에 맞추어 

보안 통신해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
약 다수의 사물과의 통신을 위해 라운드 키를 모두 저장

하게 될 경우 저전력 사물인터넷 프로세서의 RAM 저장

공간이 매우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키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정된 키로 계속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구현 기법은 키 스캐쥴링과 암호화 부분을 분

리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해당 구현은 한번 키 

스캐쥴링을 수행하고 이후에는 키 스캐쥴링된 라운드 

키를 활용하여 암호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

로 구현되게 된다. 이와 달리 키 스캐쥴링과 암호화 연

산을 한 번에 구현하는 경우에는 라운드 키를 해당 라운

드에 생성하게 되고 그 값을 바로 암호화 연산에 활용하

는 구현 기법이다. 해당 구현 기법은 마스터 키에 따른 

라운드 키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으로 인해 

다수의 마스터 키로 보안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매

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운드 키를 저

장하는 구현 기법을 활용할 경우 LEA-128 구현은 384 
바이트의 라운드 키를 하나의 사물과의 통신을 위해 유

지해야 한다. 그림 1에서는 두 구현 기법의 차이가 나타

나 있다. 먼저 분리형 구현은 마스터키를 통해 생성된 

라운드키가 평문과 함께 암호화되어 암호문을 도출하

게 된다. 일체형 구현의 경우에는 마스터 키와 평문을 

넣어서 연산하게 될 경우 암호문이 바로 출력되도록 하

고 있다. 

Fig. 1 Separated (left) and interleaved (right) implementations

 

일체형 구현을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연산 

성능을 높이기 위해 메모리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체형 구현 시 레지스터에는 평문 (4), 
델타 (4), 마스터 키 (4), 임시 저장 공간 (1), 그리고 메모

리 포인터 (3)가 할당되어야 하며 총 16개이다. 하지만 

현재 ARMv6-M 프로세서에서 개발자가 활용 가능한 

레지스터는 총 14개이다 (R0-R12, R14). 따라서 필요한 

레지스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레지스터 

사용을 줄이도록 하였다. 일체형 구현의 경우 델타와 마

스터 키에 대한 메모리 포인터는 델타와 마스터 키의 값

이 모두 레지스터에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두 개의 메모리 포인터 레지스터는 

델타와 마스터 키를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불러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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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필요한 

레지스터의 개수인 14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키 스캐쥴링 연산은 델타 값에 회전연산을 취한 결과

값과 키를 더해주고 해당 결과값을 특정 비트 만큼 회전

연산을 취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두 번의 

회전 연산 중 하나의 회전 연산의 경우 barrel shifter를 

활용하여 최적화가 가능하다. 두 개의 회전 연산 중 하

나의 회전 연산에만 barrel shifter가 적용 가능한 이유는 

계산되어 나오게 되는 라운드 키가 암호화 연산에서 회

전되어 들어가게 되는데 암호화 연산 평문에 대해서도 

barrel shifter가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barrel 
shifter의 특성 상 하나의 인자에 대해서만 연산이 가능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연산자를 동시에 회전을 적용할 수 

없었다.
표 2에는 키 스캐쥴링을 첫 번째 라운드에서 수행되

는 연산을 ARM 명령어 셋으로 나타낸 것이다. 회전 연

산의 경우 델타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덧셈과 동

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barrel shifter를 적용하여 구현하

였다. 이를 통해 한 라운드 당 총 4번의 회전 연산을 최

적화하여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 이후에는 계산

된 라운드 키에 대하여 각각 회전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

을 거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연산은 

barrel shifter로 최적화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총 4번에 

걸쳐서 2번의 회전연산과 1번의 덧셈이 수행되게 되면 

해당 라운드의 라운드 키가 도출되게 된다.

ADD R11, R11, R7, ROR#0
ROR R11, #31
ADD R12, R12, R7, ROR#31
ROR R12, #29
ADD R14, R14, R7, ROR#30
ROR R14, #26
ADD R1, R1, R7, ROR#29
ROR R1, #21

Table. 2 first round of key scheduling in ARM instruction, 
where R11, R12, R14, R1 registers are key and R7 
register is delta variable

한 라운드 암호화 연산은 덧셈, eXclusive-or 그리고 

회전연산으로 구성되게 된다. 여기서 특히 3 번의 회전 

연산의 경우 barrel-shifter를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연

산 구현없이 연산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Round #1
ADD R11, R11, R7, ROR#0
ROR R11, #31
ADD R12, R12, R7, ROR#31
ROR R12, #29
ADD R14, R14, R7, ROR#30
ROR R14, #26
ADD R1, R1, R7, ROR#29
ROR R1, #21
EOR R6, R6, R12
EOR R0, R5, R1
ADD R6, R6, R0
EOR R5, R5, R12
EOR R0, R4, R14
ADD R5, R5, R0
EOR R4, R4, R12
EOR R0, R3, R11
ADD R4, R4, R0

//Round #2
ADD R11, R11, R8, ROR#31
ROR R11, #31
ADD R12, R12, R8, ROR#30
ROR R12, #29
ADD R14, R14, R8, ROR#29
ROR R14, #26 
ADD R1, R1, R8, ROR#28
ROR R1, #21
EOR R3, R12, R3
EOR R0, R1, R6, ROR#3
ADD R3, R3, R0
EOR R6, R12, R6, ROR#3
EOR R0, R14, R5, ROR#5
ADD R6, R6, R0
EOR R5, R12, R5, ROR#5
EOR R0, R11, R4, ROR#23
ADD R5, R5, R0

Table. 3 first and second round of encryption in ARM 
instruction, where R3, R4, R5, R6 are plaintext, R11, 
R12, R14, R1 registers are key, R7 register is delta 
variable, and R0 register is temporal register

표 3에는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의 구현 코

드를 표기하고 있다. 키 생성의 경우 표 2에서와 같이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 연산의 경

우에는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서로 상이

한 구현 기법을 따르게 된다. 해당 구현 기법은 회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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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생략하는 구현 기법이다. 따라서 두 번째 라운드 

부터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생략한 회전 연산을 적용하

면서 EOR 연산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
당 barrel shifter 기법은 매 라운드 마다 3번의 회전 연산

을 최적화하여 구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운드 2
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라운드에 대해서도 연산이 반

복되게 되며 이를 통해 전체 키스캐쥴링과 암호화 연산

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메모리 접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해 LDM 연산자를 활용하여 메모리에 접근하였다. 해당 

연산자는 접근해야 하는 메모리 주소를 자동으로 계산

해 줌으로써 메모리 접근 속도를 향상 시킨다.

Ⅳ.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기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성능 분석을 위해 

ARM Cortex-M3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Arduino- 
DUE 개발 보드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Arduino IDE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어셈블리언어 처리를 위해 

inline assembly 기법을 적용하여 Arduino IDE가 인식

가능한 방향으로 제작하였다. 연산속도를 도출하기 위

해 프로세서의 SysTick 사용하였다. 특히 Arduino-DUE 
개발 보드는 84MHz로 동작을 시켰으며 정확한 결과 도

출을 위해 각각의 연산은 1000번씩 수행하여 결과를 도

출하였다. 

Method
Speed RAM

(byte)
ROM 
(byte)(c/b) (MB/s)

Seo et al. [8] 80 1.05 464 296

This work 34 2.47 228 1,532

Table. 4 Comparison of LEA implementations on ARMv6 
Cortex-M3 @84MHz (c/b: cycles/byte, MB/s: mega 
bytes/second)

표 4에는 구현된 결과와 최신 연구 결과의 성능을 비

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연산 속도의 경우 분리형 구현이 

80 cycle/byte가 도출되었지만 일체형의 경우 34 
cycle/byte가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 비해 약 

57.5%의 성능이 개선된 결과로써 매우 효율적인 구현

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RAM 사용량

은 분리형의 경우 라운드 키를 모두 저장해야 하는 부하

가 있기 때문에 464 바이트가 최소한 필요하다. 하지만 

일체형 구현의 경우에는 라운드 키를 저장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228 바이트만을 가지고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기법에 비해 RAM 사용량이 50.8% 감소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ROM 사용량의 경우 약 5배가 증

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Arduino-DUE의 경우 
512 KB의 ROM이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1.5KB는 

약 0.3%의 ROM을 차지하기 때문에 ROM 사용량의 증

가는 큰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해 제안된 기법은 사물인터넷 환경 상에서의 이기종 간 
암호화에 매우 효율적인 접근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량 블록 암호화 알고리듬 LEA를 최

신 저전력 ARM 프로세서인 ARMv6 Cortex-M3 구조 

상에서 최적화 구현하고 그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특히 

이전 구현 결과물과는 달리 사물인터넷 환경 상에서의 

이기종 간의 안전한 보안 통신을 위해 일체형 암호화 구

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최적화 구현하였다. 해당 

구현은 최근 구현 결과인 [8]에 비해 약 57.5%의 연산 

속도 향상을 기록하였으며 RAM 사용량도 50.8% 감소

시켰다. 해당 구현 기법은 유사한 ARX 암호화인 

SPECK과 SIMON에 바로 적용가능한 기술로써 그 효

용성이 높다 [9]. 본 연구 결과는 초고속 데이터 암호화

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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