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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nite-field multiplication can be applied to the 

wide range of applications, such as signal processing 

on communication, cryptography, etc. However, an 

efficient algorithm and the hardware design are 

required since the finite-field multiplication takes 

much time to compute. In this paper, we propose a 

radix-4 systolic multiplier on    with 

comparative area and performance. The algorithm of 

the proposed standard-basis multiplier is 

mathematically developed to map on low-cost 

systolic cell, so that the proposed systolic 

architecture is suitable for VLSI design. Compared to 

the bit-serial and digit-serial multipliers, the 

proposed multiplier shows relatively better 

performance with low cost. We design and synthesis 

   finite-field multiplier using Hynix 0.35㎛ 

standard cell library and the maximum clock 

frequency is 400㎒.

I. 서론

  유한체(finite-field)는 보통  Galois Field 라고 

하는데, Reed-solomon 디코더  타원곡선 암호 등

의 암호시스템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1][2]. 

유한체 연산은 많은 응용에서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반면 연산과정이 복잡하고 면 과 력 소비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 인 알고리즘  이에 

한 하드웨어 설계가 필요하다.

  유한체  의 확장체인  은 VLSI 설계 시 

효율 인 구조가 가능하며 고속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매우 효과 이다.  에서의 덧셈은 매

우 간단하지만 곱셈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처리 시간

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의 유한체 곱

셈기를 구 하기 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큰 소수 을 사용하는 타원곡선 

암호 시스템에 용 가능한 효율 인 유한체 곱셈기를 

설계하기 한 VLSI 구조를 제안한다. 효율 인 면

과 연산시간을 얻기 하여 비트의 승수를 수학  

개를 통하여 2비트씩 묶어서 동시에 연산함으로써 

기존의 Radix-2 직렬 곱셈기의 연산블록과 이턴시

를 반으로 이면서도 처리량은 약 2배가 되었으며 

기존의 2 digit-serial 곱셈기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성

능을 내면서도 Latency는 약 2/3로 감소되었고 하드웨

어 복잡도는 감소되었다. 제안된 곱셈기는 표 기  방

식과 시스톨릭 구조를 이용하 다. 

Ⅱ. 제안된 Radix-4 시스톨릭 알고리즘

1.   유한체 곱셈

    유한체 상의 곱셈을 하여 승수와 피승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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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READ   ,     

DO WHILE     

   IF     THEN ←  

   ELSE IF    THEN ←  

   ELSE IF    THEN ← 

   ELSE IF    THEN ←   

   END IF
   ←

   IF     THEN

      ←  ; ←    

   END IF
END DO

← 

 is the Product

각각 와 라하고 기약 다항식을 라고 할 

경우, 곱셈의 결과         는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유한체 곱셈기를 구 하기 

하여 아래의 Radix-4 시스톨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우선 의 값들을 2비트씩 묶어서 수식을 정리하

면 식 (1)과 같다.

                       

          ⋯   

       



⋯




     (1)    

                                

  식 (1)의 각각의 항을     ⋯ 으로 다시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

                

     
  

    
  


  

⋮

   
  

    

   식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은 

        와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알

고리즘 1과 같다.

  의 알고리즘을 구 하기 해서는 , 

와 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를 얻기 해 에 를 곱하면

   


⋯
          (2)

이며 이 때, 은 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             (3)

   식 (2)와 (3)을 이용하여 는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는 식 (4)에 를 한번 더 

XOR 연산한 것과 같다.

  
  ⋯   

 

⋯
  

     
  ⋯ 

           (4)

  을 구하기 해  에 을 곱한 결과는 식 (5)

와 같다.

    
 

⋯
 

       (5)

  식 (3)을 이용하여   을 구하면

  
 

⋯
            (6)

와 같으며 식 (3)과 (6)을 식 (5)에 입함으로써 다

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 

  


  기약다항식의 특성상   이므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      
 

     
 

     

  의 과정을 통해 얻은 수식을 이용하여  와 

 의 값을 부터 2비트씩 묶어서 처리하면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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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2

READ              

                  

DO WHILE  ≥   

 DO WHILE  ≥   

  IF     THEN ←  

  ELSE IF     THEN ←  

  ELSE IF     THEN ←  

  ELSE IF     THEN ←⊕⊕ 

  END IF

  ←⊕⊕ ⊕ ⊕

             ⊕⊕ ⊕ ⊕ 

  ← 

 END DO

 ←      

END DO

DO WHILE  ≥   

 ←⊕⊕⊕⊕  

 ←   

END DO

그림 2.    Radix-4 유한체 곱셈기의 시스톨릭 어 이 구조

즘 2를 얻을 수 있다.

Ⅲ.  유한체 곱셈기의

Radix-4 시스톨릭 어 이 구조

제안한 알고리즘 2에 한 DG(dependency graph)는 

그림 1과 같으며 모두    개의 PE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를 바탕으로 projection vector  과 

scheduling vector  를 이용하여 시스톨릭 매핑

하면 행방향의 양방향 데이터 흐름이 제거되어 그림 2

와 같은 시스톨릭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은 한 사

이클의 지연을 갖는 소자를 의미하며 시스톨릭 구조에

서 셀마다 한 입력과 출력을 맞추기 해서 삽입된

다. 이 때 2차원 배열 상의 PE와 1차원 배열 상의 PE

의 내부 구조는 동일하다.

  그림 2의 PE()부터 PE(2)까지의 A 셀 내부회로

는 그림 3(a)와 같고 A 셀 내부의 PE의 내부회로는 

그림 3(b)와 같다. A 셀은 ctrl 신호가 0일 때 

        의 값을 장하며 1일 때 

각각의 셀에서 곱셈 연산을 수행한다. 한, 입력 단과 

출력 단 모두에 13개의 립 롭이 사용되며 2 사이클

이 소요된다. 그림 3(b)의 출력단의 실선은 입력단의 

 값이 바로 출력단의 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Radix-4 유한체 곱셈기의 2차원 DG

  이 소수이기 때문에 마지막의 B 셀은   한 비트

에 한 유한체 곱셈 연산만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연산만 수행하면 되므로 그림 3(c)(d)와 

같이 회로가 매우 단순하게 구 된다. 입력과 출력 단

에 모두 10개의 립 롭이 사용되며 B 셀에서 모두 2 

사이클이 소요된다.

(a) A 셀 구조 (b) A 셀 PE 내부회로

(c) B 셀 구조 (d) B 셀 내부 로직

그림 3. 셀  PE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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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성능분석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곱셈기의 동작을 검증하

기 해서 에서 동작하는 유한체 곱셈기를 설계

하 으며 기약다항식은       을 사용하 다.

  제안된 구조는 HDL로 모델링 되었으며 Synopsys 

Design Compiler를 이용하여 게이트 수 의 합성 결과

를 얻었다. 각각의 셀은 두 사이클 동안 동작하므로 

Latency는 사이클이 되며 Radix-4를 사용하므로 

   마다 곱셈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이닉스 0.35㎛ 표 셀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합

성한 결과 최  동작 주 수는 400㎒이며 약 21K 게

이트가 사용되었다. 

  표 1에서 기존 곱셈기구조와 제안한 구조를 비교하

다. [3]에서 제안한 직렬 곱셈기와 비교해서 셀 당 

복잡도는 증가하 지만 반 정도의 셀만 사용하므로 

2배의 성능을 가지며 Latency는 1/3로 감소하 다. 

digit-serial 시스톨릭 유한체 곱셈기를 구 한 논문 

[4][5][6]과 비교했을 때 셀 수와 처리량은 거의 동일

하다. 하지만 수학  정리를 통해서 셀의 내부 구조 최

화함으로써 셀의 복잡도와 셀의 최  지연시간이 감

소되었다. 한 이턴시가 사이클에 그치게 되어 

기존의 2 digit-serial에 비하여 약 2/3배의 속도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효율 인 면 과 연산시간을 가지고 동작하

는    유한체 곱셈기 구 하기 하여 수학  정

리를 통하여 승수와 피승수를 2 비트씩 묶어서 처리하

는 Radix-4 알고리즘   VLSI 설계를 한 시스톨릭 

어 이 구조를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Radix-4 시스톨릭 어 이 구조의 유한체 곱셈기는 기

존의 구조보다 은 면 에서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으

므로 많은 응용에 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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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유한체 곱셈기와 제안된 곱셈기간의 성능비교

Ref.[3] SISO Ref.[4] L=2 Ref.[5] L=2 Ref.[6] L=2 proposed

PE 개수             

Throughput              

Latency               

A cell 복잡도

3 AND2
2 XOR2

10 FFs
2 MUX2

11 AND2
9 XOR2

20 FFs
4 MUX2

8 AND2
8 XOR2

18 FFs
4 MUX2

10 AND2
8 XOR2

21 FFs
4 MUX2

9 AND2
9 XOR2

19 FFs

Maximum
cell delay TAND2+2TXOR2+TMUX2 2TAND2+5TXOR2+TMUX2 2TAND2+4TXOR2+TMUX2 3TAND2+2TXOR2+TMUX2 2TAND2+4TX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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