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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진 에드워즈 곡선 (Binary Edwards Curves; BEdC) 기반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위한 점 스칼라 곱셈기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BEdC 상의 점 덧셈 (Point Addition; PA)과 점 두배 (Point Doubling; PD) 연산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

해 유한체 연산에 투영 좌표계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의해 점 스칼라 곱셈 (Point Scalar Multiplication; PSM)에 단지 

1회의 유한체 역원 연산만 포함되어 연산성능이 향상되었다. 하드웨어 설계에 최적화를 적용하여 PA와 PD의 유한

체 연산을 위한 저장 공간과 연산 단계를 약 40% 감소시켰다. BEdC를 위한 점 스칼라 곱셈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설

계했으며, Type-I은 257-b×257-b 이진 곱셈기 1개를 사용하고, Type-II는 32-b×32-b 이진 곱셈기 8개를 사용한다. 
Type-II 설계는 Type-I 구조에 비해 LUT를 65% 적게 사용하나, 240 MHz로 동작할 때 약 3.5배의 PSM 연산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Type-I의 BEdC 크립토 코어는 고성능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Type-II 구조

는 저면적이 필요한 분야에 적합하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esign of point scalar multiplier for public-key cryptography based on binary Edwards curves 
(BEdC).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int addition (PA) and point doubling (PD) on BEdC, projective coordinate was 
adopted for finite field arithmetic, and computational performance was improved because only one inversion was involved 
in point scalar multiplication (PSM). By applying optimizations to hardware design, the storage and arithmetic steps for 
finite field arithmetic in PA and PD were reduced by approximately 40%. We designed two types of point scalar 
multipliers for BEdC, Type-I uses one 257-b×257-b binary multiplier and Type-II uses eight 32-b×32-b binary multipliers. 
Type-II design uses 65% less LUTs compared to Type-I, but it was evaluated that it took about 3.5 times the PSM 
computation time when operating with 240 MHz. Therefore, the BEdC crypto core of Type-I is suitable for applications 
requiring high-performance, and Type-II structure is suitable for applications with limite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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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과 반도체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서 사물이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IoT (Internet of 
Things)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기기나 장치에 대한 해킹 및 위/변조 사

례들이 늘어나고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공개키 암호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보안에 필

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RSA (Rivest Shamir 
Adleman)와 ECC (Elliptic Curve Cryptography)가 대표

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CC는 Koblitz와 Miller가 타원곡선 이산 로그 문제 

(Elliptic Curve Discrete Logarithm Problem; ECDLP)를 

기반으로 제안한 암호 방식이며 [1],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EC-2 등에 의

해 표준화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다 [2,3]. Weierstrass- 
form 타원곡선은 점 덧셈 (Point Addition; PA)과 점 두

배 (Point Doubling; PD) 연산 수식이 동일하지 않아 PA
와 PD의 연산량 차이를 이용한 부채널 공격 (side 
channel attack)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갖는다. 또
한, 무한원점 (infinity)이 존재하여 PA 연산의 두 점 중 

하나가 무한원점이거나 또는 PA 연산 결과가 무한원점

이면 PA 연산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Weierstrass-form 타원곡선의 단점을 갖지 않는 새로

운 형태의 에드워즈 곡선 (Edwards Curve; EdC)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4-6]. EdC는 이진체 (binary 
field)와 소수체 (prime field) 상에서 정의될 수 있다. 이
진 에드워즈 곡선 (Binary Edwards Curves; BEdC) [7]은 

무한원점을 갖지 않아 점 연산의 완전성 (completeness)
을 갖는다. 또한, PA와 PD가 동일한 수식으로 계산되는 

점 연산의 단일성 (unity)을 가지므로, PA와 PD의 연산

량 차이를 이용해 비밀키를 추출하는 부채널 공격에 대

한 내성을 갖는다 [8,9].
본 논문은 BEdC 상에서 점 스칼라 곱셈 (Point Scalar 

Multiplication; PSM)의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2장은 하드웨어 설계를 위한 이론적 배

경으로써 아핀 좌표계 (affine coordinate)와 투영 좌표계 

(projective coordinate)에서 PA와 PD의 연산량에 대한 

분석과 투영 좌표계에서 PA와 PD 연산을 기술한다. 3
장에서는 하드웨어 최적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과 점 연

산을 위한 유한체 연산 최적화 방법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두 가지 구조의 점 스칼라 곱셈기 설

계를 설명한다. 5장에서 설계된 회로의 기능검증 결과

와 성능평가를 기술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이진 에드워즈 곡선 [7]

2008년 Bernstein, Lange, Farashahi에 의해 소개된 

이진 에드워즈 곡선 (BEdC) [7]은 상에서 정의

되는 에드워즈 곡선의 한 형태이며, 계수 , 를 갖는 

이진 에드워즈 곡선 는 식 (1)로 정의되는 아핀 

곡선 (affine curve)이다. 식 (1)에서 ∈에 

대해 ≠, ≠
의 조건을 만족한다.


   

     (1)

이 곡선은 와 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 점 가 

  상의 점이면 점 도   상의 점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PA의 항등원은  이다.
  상의 점 과 점 의 PA 연산 

  은 아핀 좌표계에서 식 (2)

로 계산되며, 분모가 0이 아닌 값이면 점 도 

  상의 점이다.   상의 PA는 예외 경우 (무한

원점)가 존재하지 않아 덧셈의 완전성이 성립하며, PA
와 PD의 연산이 동일한 수식으로 계산되는 단일성 특성

을 갖는다. 

 












 (2-a)

 












 (2-b)

아핀 좌표계에서의 점 덧셈은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한체 역원 (inversion) 연산을 포함하며, 유한체 

역원 연산은 하드웨어 구현과 연산성능 측면에서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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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갖는다. PSM은 PA와 PD의 반복 연산으로 계산

되므로,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서는 역원 연산 

없이 PA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아

핀 좌표계    대신 투영 좌표계      

를 이용하여 역원 연산을 갖지 않는 PA를 구현한다. 아
핀 좌표계에서 투영 좌표계로의 변환은 , , 
 에 의해 이루어지며, 반대로 투영 좌표계에서 아

핀 좌표계로의 변환은  ,  에 의해 이루

어진다. 
 인 경우에 투영 좌표계에서의 PA와 PD 연산

은 표 1과 같이 계산되며, PA와 PD를 각각 1회 연산하

기 위해서는 18M+8S+5D의 유한체 연산이 필요하다 

[7]. 여기서 M은 유한체 곱셈 연산, S는 유한체 제곱 연

산 그리고 D는 BEdC 파라미터 값 , 와의 유한체 연

산을 나타낸다. 아핀 좌표계에서 PA와 PD 연산을 위해

서는 3I+9M+6S+5D (단, I는 유한체 역원 연산을 나타

냄)의 유한체 연산이 필요하며, PA와 PD 연산을 할 때

마다 역원 연산이 필요하여 매우 비효율적이다. 투영 좌

표계를 적용하면 점 연산에 유한체 역원 연산이 필요치 

않아 하드웨어 구현에 효율적이며, 소요 클록 사이클 수

를 줄일 수 있다. 한편, 투영 좌표계를 적용하는 경우에

는 PSM 연산이 완료된 후에 투영 좌표계에서 아핀 좌표

계로의 역변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2M의 유한체 

연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에서 체 크기 이 클

수록 모듈러 역원 연산 횟수가 많아지는 아핀 좌표계와 

달리 투영 좌표계에서는 에 무관하게 한 번의 역원 연

산만 필요하므로 연산시간과 하드웨어 복잡도 측면에

서 훨씬 효율적이다.

Ⅲ. 하드웨어 최적 설계를 위한 고려

3.1. 점 스칼라 곱셈

PSM은 로 정의되며, PA와 PD의 반복 연산

으로 계산된다. PSM의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right-to-left 점 곱셈, left-to-right 점 곱셈, 몽고메리 래

더 (Montgomery ladder) 점 곱셈, Non-Adjacent-Form 
(NAF)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10]. 본 논문에서는 수

정된 몽고메리 래더 (Modified Montgomery Ladder; 
MML) 알고리듬 [11]을 적용한 PSM 연산 방법을 채택

한다. MML 알고리듬은 키 값 의 최상위 비트부터 최

하위 비트까지 순차적으로 스캔하여 의 값 (0 또는 1)

에 따라 PA 연산결과와 PD 연산결과를 와 에 교차

로 저장하며, 키 값 의 해밍 무게 (hamming weight)에 

무관하게 PA와 PD 연산이 동일한 횟수로 연산되므로, 
부채널 공격에 내성을 갖는다. 

3.2. 점 연산을 위한 유한체 연산 최적화

투영 좌표계를 적용한 BEdC 상의 점 연산은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단계의 유한체 덧셈, 곱셈, 제곱 

연산 과정을 통해 계산되므로, 중간 연산결과를 저장하

기 위해 큰 저장 공간 (메모리 또는 레지스터)이 필요하

다. 본 논문의 설계에서는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점 스칼라 곱셈기 내부의 레지스터에 중간 연산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따라서 저면적 하드웨어 구

현을 위해서는 중간 연산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개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진 모

듈러 가산기, 이진 모듈러 곱셈기, 이진 제곱기를 1개씩 

사용하여 표 1에 나열된 PA와 PD의 유한체 연산을 최

소의 저장 공간(레지스터)을 사용하여 최소의 연산 단

계로 구현하는 방법을 그림 1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1-(a)는 투영 좌표계를 적용하여 PA 연산     

         가 계산되는 연산 단계

와 중간 연산결과가 저장되는 레지스터 (Reg)를 보이고 

있다. BEdC 상의 두 점     과      , 

의 PSM 연산에 사용되는  값 저장 레지스터, 

PA

·  ·  ·    , 

    ,  · , 
 · ,  , 
 ,  ·

  ,  ·· , 

· ··· ,

 ·· ,

 ··

PD


   ,  

   , 


   

,  

 ·   ·,  , 
  ,  ,

 

Table. 1 PA and PD on BEdC in projective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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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간 연산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7개 

(tmp0 ~ tmp6) 등 총 14개의 257-비트 레지스터가 사용

되어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의 저장 공간 25개에 비해 약 

44%를 줄일 수 있어 저면적 하드웨어 구현에 유리하다. 
또한, PA 연산이 25 단계의 유한체 연산으로 계산되어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의 44 단계에 비해 약 43% 감소되

므로 고속 연산에 유리하다.

3.3.   상의 유한체 연산

유한체 의 원소들은 계수를 갖는 다항식 

  


 ·· · 


로 

표현될 수 있으며, ∈ 이다. ∈
일 때, 유한체 가산 는 두 다항식 계수의 

XOR 연산으로 구현되며, 따라서 소수체 (prime field)와 

달리 가산 연산에서 캐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한체 곱

셈 ·  mod 은 두 다항식 계수의 이진 곱셈

과 기약다항식 (irreducible polynomial) 에 의한 축

약 (reduction) 연산으로 계산된다.
이진 곱셈의 하드웨어 구현은 연산성능과 하드웨어 

복잡도에 따라 비트-직렬 (bit-serial) 방식, 비트-병렬 

(bit-parallel) 방식, 디지트-직렬 (digit-serial) 등 다양한 

방식과 하드웨어 구조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비트-병렬 방식을 기반으로 두 가지 이진 곱셈기 구

조를 적용하여 설계했다. 
다항식 기저 (polynomial basis)에서 제곱 연산 

  은 식 (3)으로 계산되며 [10], 다항식 

의 계수  · · ·에 0을 삽입하여 얻어지는 

-비트의  · · ·를 기약다

항식 로 축약하여 얻어진다.

 
  




mod  (3)

유한체 역원 연산은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듬이나 

페르마 소정리 (Fermat’s little theorem)을 이용해 연산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페르마 소정리를 이진체 

로 확장한 식 (4)와 제곱-곱셈 (square-and- 
multiply) 방법 [12]을 적용하여 회의 제곱 연산

과 회의 곱셈 연산으로 역원을 구현했으며, 곱
셈기와 제곱기에 의해 연산되도록 설계했다.

 
mod  (4)

Ⅳ. BEdC 상의 점 스칼라 곱셈기 설계

BEdC 상의 257-비트 점 스칼라 곱셈을 연산하는 크

 (a) point addition

 (b) point doubling
Fig. 1 Rearrangement of field arithmetic in PA and PD 
for minimizing register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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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토 코어 (Binary Edwards Curves Crypto Core; 
BEdC_CC)를 설계했다. III장에서 설명된 최적 설계 고

려사항을 적용하여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 구조로 설계

했다. BEdC_CC는 이진 모듈러 가산기 (Binary Modular 
Adder; BMA), 이진 곱셈기 (Binary Multiplier; BM), 이
진 제곱 연산기 (Binary Squarer; BSQ), 모듈러 축약기 

(MOD), 연산 중간결과 값 저장 레지스터 (REG), 그리

고 유한상태머신 (BEdC_FSM)으로 구성된다.

  상에서 덧셈은 XOR 연산으로 구현되고, 제
곱 연산은 단순 시프트로 구현되므로 하드웨어가 매우 

간단하다. 유한체 곱셈은 덧셈이나 제곱 연산에 비해 복

잡하므로, PSM의 연산성능과 하드웨어 복잡도는 유한

체 곱셈기 설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BM 
블록의 면적과 연산성능 (소요 클록 사이클 수) 최적화

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 구조로 설계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Type-I 구조는 유한체 곱셈을 위해 

257-b×257-b 이진 곱셈기 1개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257-b×257-b 이진 곱셈 연산에 1 클록 사이클이 소요되

어 고속 연산이 가능하지만 하드웨어 면적이 크고, 이진 

곱셈기 내부의 최악 지연경로가 길어 최대 동작 주파수

가 낮다. Type-II 구조는 32-b×32-b 이진 곱셈기 8개를 

사용해서 유한체 곱셈을 구현하는 방식이며, 
257-b×257-b 이진 곱셈 연산에 8 클록 사이클이 소요되

지만, 하드웨어 면적이 Type-I에 비해 약 1/5 정도이고, 
이진 곱셈기 내부의 최악 지연경로가 짧아 최대 동작 주

파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Type-II 구조에서 MSB 
(Most Significant Bit)에 대한 연산은 내부의 가산기에

서 처리되도록 하여 소요 클록 사이클 수를 줄였다. 
BSQ 블록은 다항식 기저에서 이진 제곱을 식 (3)에 

의해 계산하며, 다항식 의 계수  · · ·

로부터, 각 계수 사이에 0을 삽입하여 -비트의 

이진 제곱 결과가 얻어지므로, 하드웨어 사용 없이 단순 

배선으로 구현된다. MOD 블록은 BM 블록과 BSQ 블
록에서 출력되는 513-비트의 이진 곱셈과 이진 제곱 연

산 결과를 기약다항식 로 축약하여 257-비트의 이

진 모듈러 곱셈과 제곱 연산 결과를 출력한다. BMA 블
록은 이진 덧셈을 단순 XOR 연산으로 구현하며 별도의 

축약과정 없이 257-비트 XOR 게이트로 구성된다. REG 
블록은 유한체 연산 중간결과를 저장하며, PA와 PD 연
산의 유한체 연산결과를 저장하는 257-비트 레지스터 7
개와 PSM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7개 등 14개의 257-비트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BEdC_CC에서 PSM이 연산되는 과정은 그림 3과 같

다. 데이터 및 BEdC 파라미터 값의 입력에서부터 PSM 
연산결과가 출력되기까지 7단계를 거치며, BEdC_FSM 
블록 내부의 계수기와 유한상태머신 (FSM)에 의해 전

체 동작이 제어된다. 단계-1에서는 PSM 연산에 필요한 

257-비트의 생성점 , 와 키 값 가 32-비트씩 분할되

어 입력되어 REG 블록의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단계

-2~단계-4는 MML 알고리듬에 의해 키 값 를 MSB부

터 스캔하여 PA와 PD 연산의 반복으로 PSM을 계산한

다. 단계-3과 단계-4는 각각 그림 1-(a)와 그림 1-(b)에 

주어진 유한체 연산 과정에 의해 PA와 PD를 계산하며, 
체 크기에 해당하는 257회의 반복 연산에 의해 PSM 계
산이 완료된다. 단계-5는 투영좌표계로 계산된 PSM 결

(a) Type-I using a 257b×257b BM

(b) Type-II using eight 32b×32b BMs
Fig. 2 Two proposed structures for BEdC_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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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로부터 의 역원 
을 식 (4)에 의해 

연산한다. 단계-6은 투영 좌표계 값     로부

터 아핀 좌표계 값 로 변환하며, 단계-5에서 계산

된 
와의 이진 모듈러 곱셈을 통해  , 

 으로 계산된다.

Ⅴ. 설계검증 및 성능평가

BEdC 크립토 코어는 Verilog HDL로 설계되었으며, 
Vivado Xsim으로 RTL 기능검증을 하였다. RTL 기능

검증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Gx, Gy, 는 각각 기능검

증의 입력으로 사용된 BEdC 생성점의 x-좌표 값, y-좌

표 값 그리고 키 값이다. BEdC 파라미터 =는 

가 사용되었고, 기약 다항식은 

  이다. PSM 연산결과의 x-좌표, y-
좌표 값은 각각 Qx와 Qy이다.

설계된 두가지 구조의 BEdC 크립토 코어를 Zynq7 
MPSoC FPGA 디바이스에 구현하여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으며, 그림 5는 FPGA 검증결과의 화면캡쳐이

다. BEdC 크립토 코어에서 연산된 결과와 파이썬으로 

구현된 소프트웨어 결과가 일치하여 설계된 BEdC_CC
크립토 코어가 올바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a)의 Type-I 구조를 적용한 BEdC_CC는 

3,761개의 플립플롭과 44,801개 LUT (Look-Up Table)
로 구현되었으며, 최대 클록 주파수 130 MHz로 동작하

여 PSM 연산에 85 usec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b)의 Type-II 구조를 적용한 설계는 4,232개의 

플립플롭과 15,517개의 LUT로 구현되어 Type-I의 구조

에 비해 플립플롭은 약 13% 많이 사용되었으나, LUT는 

65% 적게 사용되었다. 최대 클록 주파수 240 MHz로 동

Fig. 3 PSM computation process by BEdC_CC

Fig. 4 RTL simulation results of BEdC_CC

Fig. 5 FPGA verification results of BEdC_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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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PSM 연산에 297 usec가 소요되어 Type-I의 설

계에 비해 연산시간이 약 3.5배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Type-I 구조의 BEdC 크립토 코어

는 고속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Type-II 구조

의 BEdC 크립토 코어는 저면적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

합하므로,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고려하여 적

절한 구조를 선택하여 구현할 수 있다.
표 2는 본 논문의 BEdC 크립토 코어와 문헌에 발표

된 점 스칼라 곱셈기의 성능 비교를 보이고 있다. 문헌 

[13]과 [14]에는 사용된 플립플롭의 개수가 제시되지 않

았으나 저장요소의 수를 토대로 추정한 값을 적용했다. 
문헌 [13]의 사례 중 d=32로 설계하여 XC5VLX110 디
바이스에 구현한 경우와 비교할 때, 본 논문의 Type-II 
설계는 플립플롭과 LUT가 각각 약 35% 적게 사용되어 

하드웨어 리소스 측면에서 우수하나 연산시간 (latency)
는 약 2.8배 많이 소요된다. 문헌 [14]의 사례와 비교해

도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Ⅵ. 결  론

BEdC 기반 공개키 암호의 점 스칼라 곱셈기를 효율

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고, PA와 

PD의 유한체 연산에 사용되는 저장 공간과 연산 단계를 

약 40% 감소시킨 설계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57-b×257-b 이진 곱셈기 한 개를 사용하는 Type-I과 

32-b×32-b 이진 곱셈기 8개를 사용하는 Type-II의 두 가

지 유형으로 BEdC점 스칼라 곱셈기를 설계하고, Zynq7 
FPGA 디바이스에 구현하여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했다. 
Type-II 설계는 Type-I 구조에 비해 LUT를 65% 적게 사

용하나, PSM 연산시간이 약 3.5배의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Type-I의 BEdC 크립토 코어는 고

속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Type-II 구조는 저

면적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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