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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 시 가 빠르게 발 함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CCTV등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분

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존

재한다면 데이터에 한 보안은 요한 요소 일 것이다. 재 보안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장치에 

보안 기능을 탑재하기 해서는 하드웨어 인 요소를 추가 혹은 교체하거나 소 트웨어 는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선택하여 보안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하여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에 해서 설명하며 범용 인 x86아키텍처와 ARM9아키텍처를 비교·분석하

여 아키텍처 환경별 암호모듈 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10039140, 스마트 디바이스용 칩(ARM7/9/11, UICC 등)에 최 화된 암호(ARIA, SEED, KCDSA 등)의 국가 인증 모듈 

 배포 체계 개발]

1. 서론

 정보화 시 가 빠르게 발 함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CCTV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

하여 제공 되고 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한 

보안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악의 인 공격자에게 정보

의 노출  ·변조의 이 존재한다.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이 증가하면서 최근 강남 길거리 

CCTV, 숙명여  내부 CCTV등 CCTV 화면을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고들이 증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해

서는 데이터 암호화를 통하여 데이터의 기 성  무결성

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장치에 암호화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은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방식과 소 트웨어 는 펌

웨어 업그 이드 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추

가하는 방식은 설계 당시에 보안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

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

으로 쉬운 소 트웨어 업그 이드를 통한 보안기능 제공

방안이 요구된다[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장비  기존 구축된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x86아키텍처와 ARM아키텍처에서의 

실험을 통해 효율 인 소 트웨어 업데이트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 ARIA의 운 모드인 ECB, CBC, 

CTR, CCM을 이용하여 응용 로그램에서  SO(Shared 

Object) 일호출(이하 APP-LIB), 응용 로그램에서 

KO(Kernel Object) 일호출 (이하 APP-DRV), KO 일에

서 KO 일 호출 (이하 DRV-DRV) 계를 x86아키텍처

와 ARM아키텍처에서 비교하여 효율 인 호출 계를 나

타내고자 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블록암호 운용모드 설명  x86아키

텍처와 ARM9아키텍처의 특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실

험 방법과 실험 결과를 보이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배경지식

 2.1 블록암호 운  모드

  이 에서는 블록암호 운 모드에 해 설명한다. 운

모드는 블록암호의 길이보다 긴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운 모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한 운 모

드는 ECB, CBC, CTR, CCM을 사용하 다[2]. 

 ECB(Electric CodeBook Mode)는 평문 데이터를 128-bit 

블록 단 의 독립 인 용을 통해 암호문 데이터를 얻는 

운 모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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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9 x86

운 체제 Linux AT91SAM9 
2.6.39 

Linux version 
2.6.32-38

로세서 ARM926EJ-S rev 5
Intel(R) 

Core(TM)i5-3570 
CPU@ 3.40GHz

메모리 125940kB 10486784kB

컴 일러
arm gcc version 

4.3.5 gcc version 4.3.3

<표 1> 실험 환경 명세

<그림 1> ECB운 모드 

 

CBC(Cipher Block Chaining mode)는 평문 데이터의 

128-bit 블록으로 구분하여, 이  128-bit 출력(암호문) 블

록 값과 128-bit 평문 블록 값의 배타  논리합을 수행한 

후, 블록암호의 입력 값으로 처리하는 운 모드를 말한다. 

단 첫 번째 128-bit 블록 값에는 IV(Initialization Vector)

를 논리  배타 합을 취한다.

<그림 2> CBC 운 모드

 CTR(CounTer mode)는 입력 값으로 카운터를 사용하고 

블록암호를 통해 변환된 값은 평문 블록과 비트별 배타  

논리합을 수행한다. 이 때 사용되는 카운터는 데이터를 암

호화 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 CTR 운 모드
 

CCM(Counter with CBC-MAC)는 CBC-MAC(Cipher 

Block Chaining-Message Authentication Code)의 기능과 

CTR(CounTer mode)의 기능을 결합한 운  모드로서 메

시지의 기 성과 무결성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2.2 x86 vs ARM 아키텍처

 최근에 통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던 x86아키텍처에서 

비교  최근에 개발된 ARM아키텍처의 시장이 활성화되

어지고 있다. ARM아키텍처는 국의 ARM이 설계한 아

키텍처이며 x86아키텍처에 비해 값이 싸며,  력을 사

용하여 당한 성능을 내면서 발열도 낮고 배터리를 오랫

동안 사용 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이미 십 수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생된 x86아키텍처는 

ARM아키텍처 보다 많이 성숙되었다. ARM아키텍처가 많

이 발 한 것은 사실이지만 x86아키텍처와 비교할 수 은 

아직 아니다[3][6]. 

 각 아키텍처의 가장 큰 차이는 CPU의 구조의 차이이다. 

ARM(Advanced RISC Machines)은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방식이다. 그에 반하여 x86은 

CISC(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방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RISC는 명령어의 종류를 게 하고, 내부회로

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각각의 명령을 고속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향상 시킨 아키텍처로, 트 지스터의 직 도가 

낮다. CISC는 복합 인 명령어를 통해서 연산을 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소 트웨어가 상 으로 다루기 쉬운 반

면 트 지스터의 직 도가 과다하게 늘어난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상이한 을 착안하여 각 암호화가 

수행되는 구간에 따라 속도 차이가 존재 할 것이라고 생

각 하 고, 암호모듈 호출방법을 다르게 하여 암호화가 수

행되는 시간을 측정하 다[4]][5]. 

3. 실험 방법  결과 

 범용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x86아키텍처와 ARM9아

키텍처에서 알고리즘 운 모드를 이용한 암호화 시간을 

측정하여 소요된 시간을 비교 분석하 다. 실험 환경에 

한 명세는 <표1>에서 제시한다. 

 3.1 실험 방법

 <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 값들은 각 아키텍처 

환경에서 임의의 입력 바이트 1280-byte를 사용하 고, 암

호화 반복 수행 횟수는 100,000번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 

값이며 키 스 링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암호화를 수행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 로 측정했다. 블록암호는 

ARIA를 사용하 으며 운 모드는 ECB, CBC, 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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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x86 Linux Arm9

APP-LIB APP-DRV DRV-DRV APP-LIB APP-DRV DRV-DRV

ECB 2.5489 3.5919 1.208 93.8757 44.3294 44.5

CBC 2.5506 3.503 1.244 108.5654 45.3034 45.03

CTR 2.5002 4.0886 1.212 97.0579 45.8638 45.56

CCM 4.9687 6.2194 2.416 210.1792 92.1122 91.59

<표 2> 아키텍처별 운 모드 시행 시간( )

반복시행횟수 : 100,000

<그림 5> Linux ARM9 운 모드 시행 도표 

<그림 4> Linux x86 운 모드 시행 도표 

CCM을 사용하 다. 

 호출 계는 APP-LIB, APP-DRV, DRV-DRV의 호출 

계를 정리하 으며 x86아키텍처와 ARM아키텍처에서 

실험하 다.  

 3.2 실험결과

 실험 결과에서 x86과 ARM9아키텍처를 비교하 을 경우 

ARM9계열의 암호화 수행  호출 시간이 하게 느리

다. 본 논문에서 x86아키텍처와의 비교는 ARM9아키텍처

와 상  비교가 아니라 각 아키텍처의 상호 계에 하

여 분석하기 한 조군으로 사용되었다. 

 <표 2>와 같이 x86아키텍처에서는 DRV-DRV를 호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 으로 

APP-DRV를 호출 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RM9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APP-DRV호출과 

DRV-DRV의 호출 사이에 시행되는 시간이 그리 차이는 

나지 않지만 DRV-DRV를 호출 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상 으로 APP-LIB를 호출하

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기존의 서비스 제품에서 보안을 제공하기 해 효율 으

로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 트웨어의 업데이트

를 통한 방법이 존재한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x86아키텍처와 ARM9아키텍처의 암호화의 호출 계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 인 데이터 암호화 방식을 제안하

다. x86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드라이버 구간에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이 APP-DRV를 호출하는 것보다 2~3배가량 

효율 이며 ARM9아키텍처의 경우에도 드라이버 단에서 

암호화를 진행하는 것이 응용계층에서 암호화를 진행하는 

것보다 약 2배 정도 빠른 것을 보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키텍처의 종류마다 암호화를 수행하는 

구간과 호출 하는 구간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시간 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아키텍처의 분석을 통하

여 암호화 수행구간에 따른 시간차이의 발생 이유를 분석

하고 가장 효율 인 암호화 구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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