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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 으로 다수의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되어 센싱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디바이스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는 상황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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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데이터를 안 하면서도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해서 재 부분의 사물인터넷 기기에 AES 암호

화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경량 암호화 알고리즘을 

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고 안 하게 송하고 있다[1, 2]. 

그러나 암호 알고리즘 자체의 취약 이 아닌 하드웨어가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과정에서의 력 소모량 분석, 시차 분

석[3], 오류 주입[4], 자기  분석[5] 등 암호화 과정에서 나

오는 부가 인 정보들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격을 부채  분석 공격이라고 한다.

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는 력 분석을 이용

한 부채  공격  그에 한 응 방안으로 세계 으로 많

이 사용되는 암호인 AES[6], RSA(Rivest, Shamir, and 

Adelman)[7] 뿐만아니라 LEA[8, 9], ARIA[10] 등 다수의 

국내 암호에 한 공격  응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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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채  분석에 응하기 해 마스킹[14, 15], 랜덤 

지연시간 삽입[16] 등의 다양한 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  마스킹을 이용한 응 기법에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마스킹 응 기법은 암호화 알고리즘의 특정 

연산 마다 암호화할 데이터와 난수 값을 XOR(eXclusive 

OR) 연산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해서 공격자가 력 분

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암호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킹 된 AES 알고리즘의 암호화 

속도는 마스킹 하지 않은 AES 알고리즘에 비해 느리다. 하

지만 이는 력 소모량 분석을 이용한 부채  공격에 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력 분석을 이용한 부채  분석 공격에 

응하기 한 1차 마스킹 기법을 AES 알고리즘에 용하고 다

른 경량 암호에 비해 암호화 시간이 긴 AES 알고리즘의 단

을 보완하기 한 소 트웨어 최 화 구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표 인 력 

분석을 이용한 부채  공격 방법 소개와 응 방안인 1차 마

스킹 기법을 용한 AES 알고리즘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

는 제안하는 최 화 구  기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키 길

이별로 최 화된 AES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력 분석을 이용한 공격과 1차 마스킹 기법

본 장에서는 력 소모량 분석을 이용한 부채  공격으로 

가장 잘 알려진 DPA[17]와 CPA[18] 공격에 한 설명과 그

에 한 응 방안인 1차 마스킹 기법을 용한 AES 암호화 

알고리즘에 해서 서술한다.

2.1 력 분석을 이용한 부채  공격

부채  분석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력 소모량의 변화를 찰하여 통계 인 분석을 통해 키 값

을 알아낸다. 즉 디바이스가 키 값과 련이 있는 데이터의 0

과 1값을 연산할 때 두 값의 력 사용량의 차이를 이용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력 분석을 이용한 부채  공격 방식

으로는 DPA와 CPA 공격 기법이 있다. DPA와 CPA는 암호

화 알고리즘이 용된 디바이스에 동일한 키 값을 이용해서 

다른 평문을 연속 으로 입력하여 암호문을 얻고 력 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형을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

로 정해진 분류 함수를 이용하여 형 통계 처리로 키 값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DPA는 평문과 분석하는 부분의 출력 값 등의 정보를 이

용하여 결과 값을 0과 1 그룹으로 형을 나 고 그룹 간 평

균값을 구하여 두 그룹의 평균값의 차이로 키 값을 분석하는 

방식이고 CPA는 알고리즘의 특정 연산 부분을 지정하여 분

석한 다음 분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간값 추정치를 측

한다. 추정치를 이용하여 상되는 력 소모 모델을 설계하

고 실제 력소모 모델과 비교하여 상  계수가 높은 값을 

키 값으로 분석한다. 

2.2 1차 마스킹 AES

기본 인 AES 알고리즘은 키의 길이에 따라 128bit, 192bit, 

256 bit로 나 어지며 128bit은 10번의 라운드, 192bit은 12번

의 라운드, 그리고 256bit는 14번의 라운드에 걸쳐서 사용할 

라운드 키를 계산하고 AddRoundKey, SubBytes, ShiftRows, 

MixColumns 연산을 반복하여 암호문을 얻게 되는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본 논

문에서는 키의 길이에 따라 연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AES-128을 기 으로 서술한다.

AES 알고리즘의 암호화 과정에서 공격자는 력분석을 통

해 CPA 공격을 이용하여 특정 연산의 데이터 값을 분석하고 

력 소모 모델을 만들어서 상  계수가 높은 키 값을 찾아낸

다. 따라서 CPA 공격에 응하기 하여 임의 값으로 이루어

진 마스킹 값을 암호화 과정마다 반복 으로 용해 력분석

을 방해하여 공격자의 CPA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19].

마스킹 AES 알고리즘을 보기 쉽게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우선 마스킹 용을 해서 AES 알고리즘이 시작될 

때 6개의 난수 값을 이용하여 M0, M1, M2, M3, M4, M5 변

수를 만든다. 그리고 MixColumns 연산의 인자에 M2, M3, 

M4, M5를 입력하여 나오는 출력값을 M6, M7, M8, M9 값으

로 사용한다. 마스킹 값에 MixColumns 연산을 하는 이유는 

라운드 내에서 MixColumns 연산이 수행될 때 암호문에 마

스킹된 M2, M3, M4, M5 값을 M6, M7, M8, M9로 바꿔주기 

함이다. 그 다음 SubBytes 연산에서 마스킹 연산을 추가하

기 해 Sbox 테이블을 Algorithm 1과 같은 방법으로 마스

킹 한다. 이제 생성된 10개의 임의의 마스크 값(M0～M9)과 

마스킹 된 Sbox 테이블을 이용해 라운드 별로 이루어지는 특

정 연산에 마스킹 연산을 추가한다.

Fig. 1. Masking 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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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MaskedSBOX

1:  for i=0 and i<256

2:    MaskedSBOX[i ⊕ M0] ← SBOX[i] ⊕ M1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기 에 (4 × 4) 행렬의 암호화할 

평문(암호문)을 첫 번째 행은 M6, 두 번째 행은 M7, 세 번째 

행은 M8, 마지막 행은 M9으로 XOR 연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부터 AddRoundKey 연산에서 모든 암호문을 

M0 값으로 XOR 연산을 수행한 뒤 사 에 M6, M7, M8, M9 

값을 제거하기 해 이와 동일한 값을 XOR한다. 이 과정에서 

M6, M7, M8, M9 값을 먼  XOR 연산하게 되면 일시 으로 

암호문이 그 로 노출되는 취약 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M0 

값의 XOR 연산을 수행한 이후에 XOR 연산을 하는 것이 안

하다. 그 이후 M0 값으로 마스킹된 암호문은 SubBytes 연

산에서 사 에 만든 마스킹 된 Sbox 테이블을 참조하면서 M0 

값이 제거되고 M1 값으로 마스킹 된다. 

ShiftRows 연산에선 특별한 마스킹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

고 MixColumns 연산이 이루어지기 에 모든 암호문에 첫 

번째 행은 M2, 두 번째 행은 M3, 세 번째 행은 M4, 마지막 

행은 M5 값으로 다시 마스킹하고 사 에 마스킹 되어있는 

M1 값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MixColumns 연산 과정에서 

M2, M3, M4, M5 값이 자연스럽게 M6, M7, M8, M9으로 변

경된다. 이와 같이 AddRoundkey – SubBytes – ShiftRows 

– MixColumns의 연산 과정을 9번의 라운드 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9번의 라운드가 끝난 뒤에는 M6, M7, M8, M9의 값

이 마스킹 된 암호문이 생성된다.

마지막 10라운드에서 AddRoundkey – SubBytes – 

ShiftRows 연산을 통해 암호화 과정을 마무리하면 암호문에 

M1 값이 마스킹 값으로 용된다. 마지막으로 이 에 사용하

던 AddRoundKey 연산에서 M6, M7, M8, M9 마스킹 연산을 

포함하지 않는 AddRoundKey 연산을 이용하여 M1 값을 제

거하면서 모든 마스킹 연산이 제거된 암호문을 얻을 수 있다.

결과 으로 마스킹 값은 각 라운드마다 암호화 연산 과정

에서 같은 값과 XOR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AES 알고리즘의 결과 값인 암호문은 마스킹을 

용하지 않은 암호문과 동일하지만 암호화 과정에서 필요 없

는 연산들을 추가하여 력 소모량 측정을 방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최 화 구  기법

본 장에서는 기존의 AES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을 통합하여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 추가 인 마스킹 연산으로 인한 오버

헤드를 최소화하기 해서 마스킹 연산을 효율 으로 배치한

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라운드 함수를 Inline Assembly를 활

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컴 일 과정에서의 비효율 인 연산을 

최소화하여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소 트웨어 최 화 구

을 제시한다.

3.1 사  Key 연산

AES 알고리즘은 라운드 별로 사용하는 키 값이 다르기 때

문에 라운드 마다 이  라운드에서 사용한 키 값을 이용하여 

다음 라운드에 사용할 키 값을 생성한다. 이 과정은 반복되는 

라운드 마다 새로운 키 값을 계산을 해야 하는 오버헤드를 

가지는데 해당 연산을 AES 알고리즘이 최  시작할 때 한번

의 연산 과정으로 실제 키 값을 포함하여 총 11세트의 키를 

생성하여 오버헤드를 일 수 있다.

한 AES 암호화 과정에서 키 값이 사용되는 연산은 

AddRoundKey 연산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연산에서 사용

되는 마스킹 값인 M6, M7, M8, M9 값과 M0 값을 암호화 

기에 라운드 키 값을 생성할 때 XOR 연산을 미리 추가하여 

라운드 마다 마스킹 연산을 추가해야 하는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사  Key 연산의 경우 라운드 키를 메모리에 미리 장하

기 때문에 기존의 구  방법과 비교했을 때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정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하여 Clock Cycle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암호화를 실행하는 디바이스에 메모리 여유 공간이 있다

면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

3.2 연산 과정 통합

최 화된 AES를 도식화하면 Fig. 2와 같다. AddRoundkey 

– SubBytes – ShiftRows - MixColumns 연산을 반복 으

로 수행하는 AES 알고리즘을 보다 효율 으로 계산하기 

해서 AddRoundKey 연산과 SubBytes 연산을 하나로 합쳐서 

구 하 다. 그리고 SubBytes연산이 끝난 뒤 M2, M3, M4, 

M5 값을 마스킹 연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 한 합쳐진 연산

과정에 바로 용함으로써 한 번의 분기문과 메모리에 두 번 

근해야 하는 오버헤드를 일 수 있다.

그리고 ShiftRows 연산의 경우 배열에 장된 값의 순서

를 바꿔야 하는 Swap 연산을 수행한다. Swap 연산은 추가

인 메모리를 이용해야 하고 장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메

모리 근이 많은 오버헤드가 큰 연산이다.

Fig. 2. Optimized 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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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wap 연산을 하지 않고 MixColumns 연산에서 배

열의 인덱스를 이용하여 ShiftRows 연산이 된 것처럼 연산을 

수행하여 명령어 수와 연산 시간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3.3 Inline Assembly 구

C언어와 같은 고  언어로 암호화 알고리즘을 구 할 경

우 컴 일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산이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연산은 연산 시간을 늘리고 명

령어 수 한 늘리기 때문에 성능에 민감한 암호화 알고리즘

은 Assembly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최 화 구 에 합하다.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 속도는 CPU에서 멀어질수록 상당

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Assembly를 이용하여 자주 사용

하는 값을 지스터에 지속 으로 장하여 사용함으로써 메

모리에 액세스하는 시간을 일 수 있다.

Assembly 언어 같은 경우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종속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특성을 잘 악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

용하는 Atmel 사의 Atmega128 보드 같은 경우 32개의 8bit 

지스터를 사용하여 연산  데이터 Load  Store 할 수 

있고 16bit 주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8bit 지스

터 2개를 같이 사용하여 16bit 포인터 연산을 할 수 있다.

AES 알고리즘의 경우 부분의 연산 시간을 라운드 함수에

서 사용함으로 해당 부분을 Inline Assembly를 이용하여 지

스터에 비해 액세스 속도가 느린 메모리 근을 최소화하고 

부분의 연산을 지스터를 이용함으로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컴 일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명령어 코드들을 

제거하여 명령어 코드 수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ES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은 Clock 

Cycle을 차지하는 10번의 라운드를 반복하는 라운드 함수를 

Assembly로 구 하 다. 라운드 함수의 경우 라운드 키 로드

와 Sbox 연산 등 메모리 로드  장 연산이 반복 으로 수행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산을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32개의 지스터를 모두 이용해서 메모리 근을 최소화

하여 Clock Cycle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다.

4. 성능 분석

4.1 Clock Cycle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 화 방식의 Clock Cycle  명령

어 수는 Atmel Studio의 Atmega128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직  C언어로 구 한 일반 인 AES 알고리즘 

 1차 마스킹이 용된 AES 알고리즘 성능과 비교한다.

마스킹 연산을 포함하지 않는 AES 알고리즘, 마스킹 연산

을 포함한 AES 알고리즘 그리고 마스킹 연산을 포함한 최

화된 AES 알고리즘의 명령어 수  실행 시간을 키 길이에 

따라 비교하고 1차 CPA 공격을 시도하여 최 화된 1차 마스

킹 AES 알고리즘이 CPA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암호화 속도 한 C언어로 구 된 AES 알고리즘 보다 효율

임을 증명한다. 

AES Masked AES
Assembly 

Masked AES

AES-128 6383 6829 5132

AES-192 7734 8102 6201

AES-256 9576 10859 7197

Table 1. Round Function Clock Cycle by Encryption Method

Table 1은 C언어로 구 된 일반 인 AES-128, AES-192, 

AES-256 알고리즘과 마스킹 연산이 포함된 Masked AES 

그리고 Assembly로 구 된 Masked AES 알고리즘의 최 화 

옵션 벨 3으로 컴 일 된 라운드 함수의 Clock Cycle을 나

타낸다. C언어로 구 된 Masked AES 알고리즘에 비해 

Assembly로 구 된 AES 알고리즘이 훨씬 은 Clock Cycle

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라운드를 돌기 때문

에 클록수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최 화 과정을 통해서 그 

차이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키 길이가 256bit인 경우 

일반 인 AES에 비하여 Assembly AES의 클록수가 크게 낮

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C 언어로 제작된 Masked AES 에 

비하여 략 20%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4.2 력 분석 공격에 한 안 성

구 한 AES가 력분석 공격에 안 함을 확인하기 하

여 ATxmega128 MCU에서 암호화 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발

생하는 소비 력을 Chipwhisperer-Lite (CW1173)로 측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은 마스크를 용하지 않은 AES

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마스크를 용하고 최 화한 AES와 

비교한다. AES에서의 CPA 공격은 Sbox 조회가 수행되는 

시 에서 암호화 장치의 력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정

보의 유출로 공격이 가능하다. 그 기 때문에 SubBytes의 출

력값을 간값으로 하여 1라운드에서 공격을 5,000개의 형

의 수로 수행하 다. 

한 부채  분석에 응하기 한 마스킹 연산을 수행하

는 경우 동일한 지스터에 같은 마스킹 값을 가지는 다른 

값을 덮어 우는 경우 기존에 있던 마스킹 값이 지워지는 보

안 취약 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 을 막기 해 동

일한 마스킹을 사용하는 암호문의 경우 동일한 지스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Assembly를 구 하 다.

실험결과 Fig. 3와 Fig. 4은 형의 수에 따라 추측되는 키

의 상 계수 그래 를 나타낸다. Fig. 3에서는 마스킹이 용

되지 않은 AES-128 알고리즘에 CPA 공격을 시도하여 상  

계수가 가장 높은 키 값이 두 번째로 높은 키 값에 비하여 상

당히 높게 분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형을 살펴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제 키 값이 록색으로 표시된 키 

값이 아닌 값들과 뚜렷하게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공격자가 실제 키 값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Fig. 4에서는 마스킹 연산이 이루어진 AES 알고리

즘에 CPA 공격을 해도 큰 상  계수를 보인 Fig. 3에 비해서 

상  계수에 큰 차이가 없어서 특정 키 값을 찾아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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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ES with CPA

Fig. 4. Masked AES with CPA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번째 키의 경우 실제 키 값의 상 도

가 4번째로 높게 분석되었지만 다른 상 키 값의 상 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격자가 실제 키 값이라고 단하기

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 형을 살펴보아도 Fig. 

3의 형에 비해 다른 값들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 없이 체

으로 비슷한 모양의 형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 한 1차 마스킹 AES가 력 분석 공격에 안

함을 확인하 다.

추가 으로 AES-192와 AES-256 알고리즘의 CPA, DPA 

공격의 경우 AES-128 공격 코드를 변형하여 분석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AES-128 알고리즘의 안 성을 확인했기 때

문에 AES-192, AES-256도 안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VR 로세스 상에서 부채  분석 공격에 

응하기 해 AES 암호화 알고리즘에 1차 마스킹 기법을 

용하 고 Inline Assembly를 이용한 소 트웨어 최 화 구  

기법에 해 구 하 다. 이는 부채  분석 공격에 취약 을 

보인 기존의 AES 알고리즘을 보완하 고 Inline Assembly를 

이용하여 실행 시간에서 C언어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임을 증

명하 다.

AES 알고리즘은 다른 경량 암호화 알고리즘에 비해 연산

량이 많아서 비교  많은 실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해서는 최 화가 필요하다. 

한 력 소모량 분석을 이용한 부채  공격에 한 AES의 

취약  연구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마스킹을 이용한 

부채  공격 응  Inline Assembly를 이용한 최 화 소

트웨어 구 은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 트웨어 최 화 구 을 토 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Assembly를 이용한 효율 인 암호화 

구 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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