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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국가의 기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암호

모듈도 그 중 하나로, 수많은 기업과 국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암호모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

었다. 개발된 암호모듈에 대한 안전성과 정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모듈 검증제도(CMVP)에 대한 중요성

이 대두되었다. 국내에서도 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를 통해 암호모듈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CPU에서 동작하는 암호모듈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서버에서는 활용하기가 어

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U를 활용하여 고속화된 암호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암호모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 대한 구성과 동작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GPU를

추가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암호모듈 보안요구사항의 변동점과 만족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개발된 본 암호

모듈에 대한 기존 CPU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대비 성능 향상폭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IoT 기기를 관리하는

서버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등에서 암호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모듈에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o securely protect users' sensitive information and national secrets, the importance of cryptographic modules has been

emphasized. Currently, many companies and national organizations are actively using cryptographic modules. In Korea,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se cryptographic modules, the cryptographic module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Korea Certificate

Module Validation Program(KCMVP). Most of the domestic cryptographic modules are CPU-based software (S/W). However,

CPU-based cryptographic modules are difficult to use in servers that need to process large amounts of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n S/W cryptographic module that provides a high-speed operation using GPU. We describe the configuration

and operation of the S/W cryptographic module using GPU and present the changes in the cryptographic module security

requirements by using GPU. In addition, we present the performance improvement compared to the existing CPU S/W

cryptographic module.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used for cryptographic modules that provide cryptography in servers

that manage IoT (Internet of Things) or provide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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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

회 구성원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

었다. 수많은 데이터가 전송됨과 동시에 데이터 유출

및 변조 등 다양한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수많은 암호 시스템과 알고리즘들이

개발 및 연구되었다. 암호모듈도 그 중 하나로, 암

호, 난수 생성, 소수 판정, 해시, 전자 서명, 인증

등 암호기능을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펌웨어(F/W) 또는 이를 조합하는 형태로 개발 및

구현되었다.

암호모듈은 현재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과 같은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

료 중 중요정보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되고 사용되는 암호모듈에 대한 안

전성과 정확성 등을 증명하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미

국의 NIST는 암호모듈 검증제도(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CMVP)[1]를 통

해 암호모듈 검증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암호모듈

검증제도는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한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체적인

암호모듈 검증제도(Korea CMVP, KCMVP)를 통

해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

으며,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보안제품들은

KCMVP를 통해 검증받은 암호모듈이 탑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KCMVP를 통해 검증받고

있는 국내 개발 암호모듈은 CPU와 같은 하나의 플

랫폼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모듈이 대

부분이다. IoT 디바이스들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서 암호모듈을 사용할 때 다

수의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CPU 플랫폼에서만 동작하

는 암호모듈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서 CPU가 처리

하는 암호화 연산 중 부하가 큰 부분을 다중 병렬 연

산에 특화되어 있는 GPU를 활용하여 동작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과 KCMVP 검증 기준에 따라 GPU가 추가되었을 때

고려해야 하는 암호모듈의 보안요구사항과 명세사항 관

점에서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은 CPU에서만 연산을 수

행하는 암호모듈보다 암호 알고리즘의 연산 성능이

최소 551%에서 최대 1089%까지 상승함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암호모듈에

대한 대량의 사용자 대상 서비스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소프트

웨어 암호모듈의 주요 보안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

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PU 활용 소

프트웨어 암호모듈의 보안요구사항 변동사항에 대하

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

호모듈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구현 방법

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무결성 검증, 조건부 자가시

험 수행 결과와 각 암호 알고리즘별 성능 차이를 제

시한다.

II.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2.1 암호모듈 동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유통되는 정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암호모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모듈은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에 사용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KCMVP 암호모듈 검

증제도가 존재한다. KCMVP에서는 암호모듈 안전

성 기준(KS X ISO/IEC 19790)[2]과 암호모듈의

구현적합

성 기준(KS X ISO/IEC 24759)[3]의 표준을

가지고 시험기관에서[4],[5] 암호모듈을 검증하고

있다. 암호모듈 안전성 기준(KS X ISO/IEC

19790)[2]에서는 11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암호모듈

의 보안수준을 1~4로 평가하며 각 보안등급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암호모듈은

최대 보안등급 2까지 가능하며, 하드웨어 기반의 암

호모듈은 최대 보안등급 4까지 가능하다. 구현적합

성 기준(KS X ISO/IEC 24759)[3]은 암호모듈이

탑재하고 있는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이 표준을 정

확히 준수하여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한다. 국내 대부

분의 암호모듈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암호모듈이며,

하드웨어, 펌웨어, 하이브리드 암호모듈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암호모듈이

안전성 기준(KS X ISO/IEC 19790)[2]에서 고려

해야하는 보안요구사항영역인 암호모듈 경계, 무결성

검증, 조건부 자가시험, 중요보안매개변수 영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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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grity verification processing using

HMAC

해서 알아본다.

2.2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주요 보안요구사항

2.2.1 암호모듈 경계

암호모듈 경계는 암호모듈의 모든 구성요소(알고

리즘/프로세스 등)를 포함하는 경계로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집합을 의미

한다. 각 암호모듈의 유형에 따라 경계는 상이하다.

하드웨어 암호모듈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모든 집합(회로 보드, 회로기판, 배선)과 운영체제를

포함할 수 있는 펌웨어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펌

웨어 암호모듈의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파일 또는 암

호모듈의 구성 파일의 집합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암호모듈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구성요소 경계와 별도

로 분리된 소프트웨어/펌웨어 구성요소 경계와 각 구

성요소의 모든 포트 및 인터페이스의 집합을 의미한

다. 암호모듈은 유형에 따라 명확한 경계 범위를 기

술해야한다. 명세에서의 주요시험항목에서의 요구사

항은 보안등급 1~4 모두 동일하다. 소프트웨어기반

의 암호모듈 경계의 예는 Fig.1.과 같다.

Fig. 1. Examples of S/W cryptographic module

boundaries

2.2.2 무결성 검증

암호모듈이 동작하기 전에는 사전에 소프트웨어/

펌웨어에 대한 무결성 검증이 필요하다. 암호모듈 경

계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구성요소의 위/변

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무결성 검증을 진행하며

MAC 또는 전자서명을 통해 검증대상 무결성 검증

을 진행한다. 무결성 기술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조

건부 자가시험에서 암호알고리즘 시험을 수행하여 사

전 검증한다. 보안 수준 1을 준수하는 암호모듈에서

는 검증대상 무결성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

수준 2를 준수하는 암호모듈에서는 전자서명과

MAC 중에서 무결성 검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안 수준 3 이상의 암호모듈에서는 전자서명을 통

한 무결성 검증만을 인정한다.

KCMVP 검증대상 암호모듈은 소프트웨어/펌웨

어 구성요소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방법을 명세해야 하

며, 운영자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결성 검증을 수행

하는 방법을 명세해야 한다. 무결성 검증을 위한 키

는 암호모듈 내에 존재할 수 있지만, 중요보안매개변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HMAC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과정은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3 조건부 자가시험

암호모듈이 동작하기 전에는 사전에 암호모듈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암

호모듈이 동작하기 전에는 탑재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자가시험이 진행된다. 동작 전 자가시험은 크게

무결성 검증과 조건부 자가시험이 있는데, 그 중 조건

부 자가시험 목록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가시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알고리즘은 기지-답

안 검사, 비교 검사, 오류-탐지 검사로 구현할 수 있

다. 조건부 자가시험은 암호모듈이 현재 운영환경에

서의 정상 동작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며

선택 사항으로 수행된다. 조건부 자가시험은 필수적

으로 수행되는 검증 과정이며 서비스 요청, 리셋, 리

부팅, 반복적인 전원 인가 등의 주기적 시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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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thod of provide parallel encryption

algorithm service using GPU

Condi-

tional

Self-test

Cryptographic algorithm test

Encryption key pair matching test

S/W, F/W load test

Manual injection test

Bypass function test

Critical function Test

Table 1. List of conditional self-test

시에도 수행될 수 있다. 조건부 자가시험이 실패할

경우 암호모듈은 심각한 오류 상태로 천이되며 제로

화 이후암호모듈이 종료되게 된다.

2.2.4 중요보안매개변수 관리

중요보안매개변수는 핵심보안매개변수와 공개보안

매개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보안매개변수는 노출

되거나 변경되면 암호모듈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보안관련 중요 정보이며, 주로 비밀키나 개인키, 패

스워드나 난수발생기의 상태 정보를 의미한다. 공개

보안매개변수는 변경되면 암호모듈의 보안을 손상시

킬 수 있는 보안관련 공개정보를 의미하며, 주로 공

개키나 인증서를 의미한다.

중요보안매개변수는 키보드, 화면출력 등으로 직

접적으로 주입/출력될 수 있으며, 스마트카드, 토큰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주입될 수 있다. 암호모듈 내

부에 저장된 모든 중요보안매개변수는 각 변수에 따

라 보관방법과 저장된 암호키 개체 대응 절차가 필요

하다. 암호모듈 내부에서 사용된 중요보안매개변수

중 암호모듈 내부에서 보호되지 않는 모든 중요보안

매개변수와 키 구성요소는 제로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제로화된 중요보안매개변수는 복구 및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보호된 공개보안매개변수나 암

호화된 핵심보안매개변수는 제로화 되지 않는다.

III.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3.1 암호 알고리즘 GPU 연산 아이디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는 다양한 검증대

상 암호 알고리즘들이 탑재되어 있다. IoT 기기들을

관리하는 서버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서 이러한 암호모듈을 사용할 때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용자들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난

수값 또한 대량의 난수열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

한 기능들을 CPU 환경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U를 활

용한 고속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설계 및 구현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GPU는 CPU와는 달리 다중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CPU 내에서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내 검증대상 암호 알

고리즘들을 GPU로 연산할 수 있다면, 대량의 데이

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GPU를 활

용한 암호알고리즘 병렬 연산 과정은 Fig.3.과 같

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암호모듈이 포함한 검증대

상 암호 알고리즘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LEA, 해

시 함수인 SHA-2, 메시지 인증 코드 HMAC, 난

수 발생기 CTR_DRBG, 그리고 공개키 기반 키 교

환 함수 ECDH이다.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

CPU의 평문 및 라운드 키 데이터를 GPU로 복사

하고 GPU 내부의 각 스레드마다 하나의 블록을 암

호화/복호화시키게끔 구현되었다. 암호화/복호화를

수행한 이후에는 다시 GPU에서 CPU로 데이터를

복사하고, GPU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제로화가

진행되게끔 구현하였다. 암호화/복호화를 진행할 데

이터가 각 스레드가 한 번씩만 연산해낼 수 있는 최

대 데이터 크기보다 클 경우, 블록 수를 사전에 입력

받아 GPU cuda stream에 분배할 수를 나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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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적으로 암호화/복호화가 진행되게 된다. 난수

발생기의 경우, GPU의 각 스레드가 난수열을 병렬

적으로 생성하게끔 구현하였으며, 난수발생기의 내부

상태는 모든 스레드가 한 차례의 난수열을 생성한 이

후 모든 스레드에 대하여 초기화되게끔 구현하였다.

해시 함수와 메시지 인증 코드, 그리고 키 교환 함수

또한 블록 암호와 마찬가지로 GPU를 활용하여 처

리해야하는 데이터를 분할하여 병렬 처리되게끔 구현

되었다.

하지만, 암호 알고리즘을 GPU로 연산하기 위해

서는 추가되는 작업이 발생하며, 수정되는 일부 과정

이 존재한다. 이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GPU를 활용하여 기존 암호모듈 내

부에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고속화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안요구사항과 변경점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3.2 보안요구사항 변동점

암호모듈 검증제도에는 총 11개의 보안요구사항이

존재한다: 암호모듈명세, 인터페이스, 역할/서비스

및 인증, 소프트웨어/펌웨어 보안, 물리적 보안, 비

침투 보안, 운영 환경, 중요보안매개변수 관리, 자가

시험, 생명주기 보증, 기타 공격에 대한 대응. 이 중

암호 알고리즘의 일부 핵심 연산을 GPU를 통하여

구현했을 때 변동되는 보안요구사항 핵심은 다음과

같다: 암호모듈 경계, 무결성 검증, 조건부 자가시

험, 중요보안매개변수 관리. 따라서, 이러한 주요 보

안요구사항들에 대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대

비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이 고려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3.2.1 암호모듈 경계 고려사항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GPU 활용 소프트

웨어 암호모듈은 보안수준 1에 근거한다. 기존 소프

트웨어 암호모듈 대비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

모듈에서는 GPU를 연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모

듈 경계에 대한 명세를 밝혀야 한다. 소프트웨어 라

이브러리형 암호모듈의 경우 암호모듈 경계가 대부분

유사한데, GPU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의

경우 GPU 기기가 경계 내에 추가됨에 따라 CPU

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세해야

한다. 특히, CUDA[6]라고 하는 Nvidia GPU 라

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하는 GPGPU 연산 특성상 해

당 API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되는 구성 요소에 대

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3.2.2 무결성 검증 고려사항

암호모듈기능에 대한 시험 항목은 크게 4가지 종

류가 존재하며, 그 중 보안 수준 1에 해당하는 무결

성 검증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대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무결성 검증을

위한 키는 암호모듈 내에 존재하며, 주로 전자서명이

나 메시지 인증코드를 통해 암호 모듈의 무결성을 검

증하는데, GPU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서

는 GPU 동작에 대한 무결성 또한 추가적으로 검증

되어야 한다. 따라서, CPU와 GPU 양 측에서 무결

성 검증이 완료되어야만 검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

며, 둘 중 하나라도 무결성 검증이 실패할 경우 심각

한 오류 상태로 천이될 수 있게끔 구현해야 한다.

3.2.3 조건부 자가시험 고려사항

암호모듈이 로드되어 초기화 및 인스턴스화 되는

시점에 수행되는 동작 전 자가시험은 동작 전 소프트

웨어 무결성 시험과 동작 전 핵심기능 시험(조건부

자가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

듈에서는 조건부 암호알고리즘 시험을 통해 조건부

자가시험을 테스트 하였고, 이는 GPU 활용 소프트

웨어 암호모듈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서의 동작전 자가

시험은 GPU에서 연산한 결과가 CPU에서 연산한

결과 및 테스트 벡터와 모두 일치함을 보여야 한다.

3.2.4 중요보안매개변수 관리 고려사항

GPU에서 주요 연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CPU에서 GPU로 데이터를 복사해야 한다.

GPU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되거나 생성되는 값

들은 대부분 상수값들이며, 암호모듈 사용자에 의해

가변될 수 있는 요소들은 CPU에서 GPU로 복사되

어 사용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

듈에서의 중요보안매개변수에 대한 관리 및 명세 뿐

만 아니라, GPU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될 수 있는 중

요보안매개변수 구성요소 목록 및 보호 방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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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PU-utilized 소프트웨어 cryptographic

module boundaries

Fig. 5. Integrity verification process in

GPU-utilized 소프트웨어 cryptographic module

여 명시해야 한다.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에서는 중요보안매개변수 생성, 제로화, 설정, 주입/

출력, 저장에 대한 변경점 및 추가 사항을 명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난수발생기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중요보안매개변수가 존재할 경우 GPU를 활용한 난

수발생기의 구조 및 기타 명세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

IV. 보안요구사항 만족사항 상세설명

4.1 암호모듈 경계

본 암호모듈은 윈도우 환경에서 C언어를 이용하

여 개발된 일반적인 형태의 DLL 라이브러리로서 응

용 프로그램에게 API 호출을 통해 암호서비스를 제

공한다. 또한, 파일 자체가 논리적인 경계가 된다.

우리가 개발한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의

암호모듈 경계는 Fig.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듈과 비슷하게 물리적 경

계는 모든 암호모듈 동작을 포괄하며, 논리적 경계는

암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에 제한한다.

암호 알고리즘 서비스 API에는 초기화/상태 관리/

자가시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암호모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운영체제를 통해 CPU와 메모리에서 암호 알고리즘

API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 GPU를 활용하여 암

호 알고리즘의 주요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운영체제

에 의해 CPU에서는 GPU 기억장치로 데이터를 복

사하고 GPU에서는 암호 알고리즘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GPU에서의 연산이 종료되면 다시 GPU의

메모리가 CPU로 복사되고 CPU는 암호 알고리즘

API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구현되었다.

GPU에서는 CUD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GPU 연산을 수행시키는데, GPU를 활용한 소프트

웨어 암호모듈에서도 CUDA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암호모듈 내 동적 라이

브러리 헤더에는 cuda_runtime.h와 같은 CUDA

GPU 헤더가 추가적으로 코드에 삽입되어 구현되었

다[7].

4.2 무결성 검증

본 암호모듈은 구성요소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하

기 위해 HMAC-SHA256을 적용하였다. 무결성 검

증을 위해 사용되는 킷값은 기본적으로 암호모듈 내

부에 분산되어 저장되며, CPU에 저장된 킷값에 대

한 무결성 검증과 GPU에 저장된 킷값에 대한 무결

성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며, CPU에서 GPU로 키를

복사하여 GPU에서는 추가적인 무결성 검증을 진행

하도록 구현하였다. 즉, CPU에서는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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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ritical

function
Algorithm

Conditional

crypto-

graphic

algorithm

test

Block

cipher,

Hash

function,

HMAC,

Random

number

generator

LEA-128/192/256

(ECB, CBC, CFB,

OFB, CTR)[8],

SHA-256/384/512[9]

,

HMAC-SHA256[10],

CTR_DRBG[11](LE

A-

128/192/256)

Conditional

key

exchange

protocol

test

Key

exchange

protocol

ECDH[12](P-256)

Conditional

continuous

random

number

generator

test

Random

number

generator

CTR_DRBG[11](LE

A-

128/192/256)

Integrity

verification

Message

authen-

tication

code

HMAC-SHA256[10]

Table 2. List of conditional self-test in

GPU-utilized S/W cryptographic module
HMAC-SHA256이 동작하며, GPU에서는 두 번의

HMAC-SHA256이 동작함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하

게 된다. 자세한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의

무결성 검증 과정은 Fig.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암호모듈은 CPU에 저장된 HMAC 키를

GPU로 복사하여 추가적인 무결성 검증을 진행함으

로써 CPU와 GPU에 대한 각각의 무결성 검증 뿐

만 아니라 CPU와 GPU 사이에서의 메모리 복사

과정에서의 변조 이상 유무를 무결성 검사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CPU와, GPU, 그리고

CPU에서 GPU로 복사된 HMAC 키에 의해 계산

된 세 HMAC 값은 설치된 HMAC 값과 비교하게

되며, 셋 중 하나라도 설치된 HMAC 값과 일치하

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 상태로 천이되고 제로화 이

후 암호모듈을 초기화하도록 구현하였다. 무결성 검

증을 수행한 이후에는 암호모듈이 연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GPU 내부에서 반환하는 오류 코드를 통

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도록 구현하였다.

4.3 조건부 자가시험

본 암호모듈은 동작 전 자가시험에서 무결성 검증

과 조건부 자가시험을 수행한다. 이 중 동작 전 자가

시험은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서 진행되는

CPU 조건부 자가시험 뿐만 아니라, GPU를 활용한

동작 전 자가시험 과정이 추가된다. 본 암호모듈 기

준 수행되는 동작 전 자가시험 목록은 Table 2.와

같다.

본 암호모듈의 조건부 암호 알고리즘 시험은

KAT 형태로 수행되어 각각의 암호 알고리즘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게 구현되었다. 이때 KAT는 검증

받은 테스트 벡터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조건부 암호

키쌍 일치시험의 경우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 진행되

며, 탑재된 공개키 기반 암호알고리즘인 타원곡선 암

호 알고리즘의 키쌍 생성 시마다 수행되게끔 구현되

었다. 조건부 연속적 난수발생기 실험은 CPU와

GPU에 대하여 동일한 난수발생기 알고리즘을 수행

시킨 다음 동일한 난수 블록이 생성되었는지를 판단

하게끔 구현하였다. CPU에서 첫 번째 난수 블록을

생성하고, 그 이후 블록을 GPU를 통해 생성했을

때, CPU에서 생성한 난수 블록이 GPU가 생성한

난수 블록과 일치하는 블록이 발생할 경우, 자가시험

실패로 처리된다.

4.4 중요보안매개변수 관리

본 암호모듈에서 사용하는 핵심보안매개변수에 대

한 기초 명세사항은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듈과 같

다. 핵심보안매개변수에 대한 생성과 제로화를 지원

하며,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요구하지 않는 설정, 주

입, 출력, 저장에 관해서는 관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주요보안매개변수 생성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핵심

보안매개변수들은 CPU에서 생성되어 사용되며, 주

요 연산을 수행할 때만 GPU로 복사되어 사용되게

된다.

보안 GPU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서는

중요보안매개변수 구성요소 목록 및 보호 방식에 대

한 설명과 생성, 제로화, 설정, 주입/출력, 저장에

대한 기존 소프트웨어 암호모듈과의 차이점이 발생한

다.

기존 CPU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상태의 경우 핵심보안매개변수는 비밀키, 개인키, 메

시지 인증키가 해당되지만, GPU를 활용한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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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critical

security

parameters

Type

GPU critical

security

parameters

Secret key
LEA secret

key
Round key

Private key
ECC private

key
Private key

Public key

ECC public

key,

ECDH key

Exchange

Verification

Key

Public key

Message

authentication

key

HMAC

Message

authentication

key

Generated

message

authentication

key, Copied

message

authentication

key

Table 3. List of sensitive security parameters in

GPU-utilized S/W cryptographic module

Type CTR_DRBG

Details

- Block Cipher :

LEA-128/192/256

- Personalization string :

Not allowed

- Predict resistance : Disabled

- Additional input : allowed

- Reseed function : offered

- Reseed cycle : 

Purpose

- Key generation

- Random number generation

by user's request

Verification

target?
O

Table 4. Specification of random number

generator in S/W GPU cryptographic module

어 암호모듈에서는 주요 연산을 진행하기 위해

CPU에서 GPU로 복사되는 값들 중 추가적인 핵심

보안매개변수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Table 3.은

GPU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서 추가적으

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보안매개변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비밀키, 개인키, 메시지 인증키는 핵심보안매개변

수이며 공개키는 공개보안매개변수이다. 기존 CPU

환경에서의 핵심보안 매개변수는 비밀키, 개인키, 메

시지 인증키로 이루어져 있다. 비밀키의 경우 GPU

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서는 실제 킷값이

GPU로 복사되는 대신 키 스케쥴에 의해 생성된 라

운드키가 GPU로 복사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라

운드키가 GPU에서의 중요보안매개변수가 된다.

암호모듈 동작이 끝나는 등 제로화가 필요할 경우

CPU에서의 제로화 과정 뿐만 아니라 GPU에서도

이러한 중요보안매개변수에 대한 제로화가 필요하다.

본 암호모듈의 경우 cudaMemset 함수를 사용하여

GPU 내부에서의 제로화를 진행한다.

개인키의 경우 타원곡선에서의 개인키를 CPU와

GPU 양측에서 중요보안 매개변수로 명시될 수 있

으며, 전자서명을 위해 사용되는 서명키 또한 GPU

로 복사되서 사용되기 때문에 GPU에서는 서명키에

대한 중요보안매개변수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메시지 인증키의 경우 CPU에서 GPU로 복사되

어 사용되는 메시지 인증키와 GPU에서 생성되는

메시지 인증키 각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암

호모듈에서 메시지 인증을 수행할 때 마지막 단계에

서 세 개의 계산된 HMAC 값을 저장된 HMAC 값

과 비교한 이후에는 3개의 값에 대한 각각의 제로화

과정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난수발생기는 CTR_DRBG(LEA-128/192/256)

를 사용했으며, 난수발생기는 자체적인 암호 알고리

즘 뿐만 아니라 암호모듈 내부에서 사용되는 키 생성

에 관해서도 사용되게끔 구현하였다. 사용한 난수발

생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4.와 같다.

본 암호모듈 내 난수발생기에는 경량블록암호

LEA를 사용한 CTR_DRBG가 사용되며, 개별화

문자열 및 예측 내성은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추가입력은 허용되며, 외부갱신 주기에 따

라 외부갱신 함수가 주기적으로 호출되는 형태를 갖

추고 있다. 운영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엔트로피값과

추가입력이 난수발생기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난수열이 출력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표준

검증대상 난수발생기 구조를 준수함을 밝힌다. GPU

상에서는 엔트로피 잡음원을 GPU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물리적 신호를 통하여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또는, GPU의 동작 시간이나 코어들 간의 메모리 접

근 경쟁을 이용한 잡음원을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엔트로피 잡음원은 난수 발생기의 엔트로피 입력값이

나 시드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암호모듈의 중요보안매개변수인 비밀키, 개인

키, 메시지 인증키는 본 암호모듈이 제공하는 난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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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ime( ) Improvement(%)

CPU-only 2,587 -

GPU-utilized 3,397 -24%

Table 6. Integrity verification time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GPU is used in S/W

cryptographic module

생기에 의해 생성된 값을 사용하게 된다. GPU 중요

보안매개변수의 경우 난수발생기에서 즉시 생성하는

것이 아닌 CPU 중요보안매개변수에 의해 생성된

값들이 GPU 중요보안매개변수로 사용되게끔 구현

하였다.

V. 결 과

5.1 실험 환경

본 암호모듈은 응용 프로그램에게 API 호출을 통

해 암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 대한 동일 암호모듈 환경에서

CPU 연산만을 지원하는 동작 시간과 GPU를 활용

한 동작 시간을 비교하도록 한다. Table 5.는 동작

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환경을 제시한다.

OS Windows 10

CPU Intel Core i7-9700K

GPU Nvidia GeForce RTX 2070

RAM DDR4 32GB

Table 5. Experiment environment

5.2 무결성 검증 결과

본 암호모듈은 동작 전 메시지 인증코드를 통해

무결성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CPU에 저장된

HMAC 키를 GPU로 복사한 뒤 CPU와 GPU 각

각에서 HMAC 값을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나온 두

결과가 설치된 HMAC 값과 모두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무결성 검증에 걸린 시간은 Table 6.과 같다.

무결성 검증시 CPU 뿐만 아니라 CPU에서

HMAC 키를 GPU로 복사하여 GPU에서도

HMAC 값을 연산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

에 동작 시간이 오히려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5.3 조건부 자가시험 결과

본 암호모듈은 동작 전 핵심기능 시험을 조건부

자가시험으로 진행하였다. 조건부 자가시험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블록 암호의 LEA, 해시 함수의

SHA256, 메시지 인증코드의 HMAC-SHA256,

공개키 암호 기반 키 교환은 ECDH(P-256)으로

진행하였다. 조건부 자가시험에 대한 테스트벡터는

KISA가 제공하는 테스트벡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LEA의 경우 LEA-128, LEA-192, LEA-256에

대해 각 운영모드(ECB, CBC, CFB, OFB,

CTR)에 대한 KAT/MCT/MMT 검증이 모두 진행

되었다. 해시 함수의 경우 SHA-256에 대한 짧은

메시지 검사, 긴 메시지 검사, 몬테카를로 검사를 모

두 진행하였다. ECDH 키 교환의 경우 P-256에

대한 KAKAT, KPG, PKV 검사를 진행하였다. 각

알고리즘들에 대한 조건부 자가시험 소요시간은

Table 7.에 소개되어 있다. Table 7.에 제시된 시간

은 CPU로부터 GPU로 키 복사 시간, 평문/암호문

복사 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본 암호모듈에 탑재된 암호 알고리즘들에 대한 조

건부 자가시험 결과, 각 알고리즘의 KISA 테스트벡

터에 대한 모든 검증을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lgorithm

Time( ) and Improvement(%)

CPU-only
GPU-

utilized

Improvem

ent

LEA 260,304 187,646 39%

SHA-256 130,086 104,969 24%

HMAC-

SHA256
15,915 12,279 30%

ECDH

(P-256)
64,333 61,506 5%

Table 7. Time required for conditional self-test

depending on whether GPU is used in S/W

cryptographic module

5.4 암호모듈 동작 성능 측정 결과

본 절에서는 모든 동작 전 자가시험을 마치고 난

뒤 암호모듈에서 암호 알고리즘을 호출해서 사용할

경우 GPU를 활용했을 때의 성능 향상치를 제시한

다. 본 절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서버의 입

장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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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Time( ) and Improvement(%)

CPU-only
GPU-

utilized

Improvem

ent

LEA-128 516,684 43,471 1089%

SHA-256 789,458 102,057 674%

HMAC-

SHA256
1,553,495 238,292 551%

CTR_DRBG 526,245 59,320 787%

Table 8. Cryptographic algorithm operation time

differnece depending on whether GPU is used

in S/W cryptographic module

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는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256 MB 크기의 난수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난수는 본 암호모듈의

CTR_DRBG에 의해 생성되어 사용되었다.

LEA-128의 경우 256 MB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CPU에서만 동작하는 기존 암호모듈 대비 GPU 활

용 암호모듈에서는 약 1089%의 성능 향상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SHA-256의 경우 256 MB의 데이터

를 256 비트를 입력 단위로 분할하여 총 256 MB

의 해싱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

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CPU에서만 동작하는

기존 암호모듈 대비 GPU 활용 암호모듈에서는 약

674%의 성능 향상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HMAC-SHA256의 경우 HMAC 값을 계산하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난수발생기

CTR_DRBG의 경우 256 MB의 난수를 생성하여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CPU에서만 동작하는 기존 암호모듈 대비 GPU 활

용 암호모듈에서는 약 787%의 성능 향상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를 관리하는 서버나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입장에서 기

존 CPU 암호모듈이 가진 성능적인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GPU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을 제

안한다.

기존 CPU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서 GPU가 추

가됨으로써 고려해야 하는 무결성 검증, 조건부 자가

시험, 중요보안매개변수 관리 등의 보안요구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본 암호모듈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암호모듈에 탑재된 암호 알고리즘은 블록 암호

LEA-128/192/256, 해시 함수 SHA-256, 메시지

인증코드 HMAC-SHA256, 타원곡선기반 키 교환

알고리즘 ECDH(P-256), 그리고 난수발생기

CTR_DRBG이다. LEA의 경우, 기존 CPU에서만

연산되는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대비 GPU를 활용하

였을 때 약 1089%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동일한 환경에서 SHA-256은 약 674%,

HMAC-SHA256은 약 551%, 그리고

CTR_DRBG는 약 787%의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용량 데이터

를 다루는 서버에서 GPU 활용 소프트웨어 암호모

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암호 시스템 서비스를 신

속하게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암호모

듈에서의 보안요구사항 측면과 결과를 제시했지만,

추후 하드웨어 통합 하이브리드 암호모듈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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