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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key cryptographic algorithms such as RSA and ECC, which are currently in use, have used mathematical

problems that would take a long time to calculate with current computers for encryption. But those algorithms can be

easily broken by the Shor algorithm using the quantum computer. Lattice-based cryptography is proposed as new

public-key encryption for the post-quantum era. This cryptographic algorithm is performed in the Polynomial Ring, and

polynomial multiplication requires the most processing time. Therefore, a hardware model module is needed to calculate

polynomial multiplication faster. Number Theoretic Transform, which called NTT, is the FFT performed in the finite

field. The logic ver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HDL, and the proposed design at the transistor level using Hspice was

compared and analyzed to see how much improvement in delay time and power consumption was achieved. In the

proposed design, the average delay was improved by 30% and the power consumption was reduced by more than 8%.

요 약

현재사용되고있는 RSA, ECC와 같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소인수분해와 같은현재의컴퓨터로계산이오래 걸리는 수학

적 문제를 암호화에 사용했다. 그러나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된다면 Shor Algorithm에 의해 기존의 암호화 시스템은 쉽게 깨질

수 있다. 그로 인해 Quantum-resistant 한 암호화 알고리즘의도입이필요해졌고, 그중 하나로 Lattice-based Cryptography가

제안되고 있다. 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Polynomial Ring에서 연산이 행해지고, 그중 Polynomial Multiplication이 가장 큰 연

산 시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다항식 곱셈 계산을 빠르게 하는 하드웨어 모듈이 필요하고, 그중 Finite Field에서 연산 되는

FFT인 Number Theoretic Transform을 이용해서 다항식 곱셈을 계산하는 8-point NTT-based Polynomial Multiplier 모듈

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했다. HDL을 사용하여 로직검증을 수행하였고, Hspice를 사용하여 트랜지스터 수준에서 제안된 설

계가 지연시간과 전력소모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된 설계에서 평균 지연속도 30%의 개선과 8% 이

상의 전력소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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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RSA, ECC와 같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소인수분해와 같은 현재의 컴퓨터

로 계산이 오래 걸리는 수학적 문제를 암호화에 사

용했다. 그러나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된다면 Shor

Algorithm에 의해 기존의 암호화 시스템은 쉽게

깨질 수 있다. 그로 인해 Quantum-resistant 한 암

호화 알고리즘의 도입이 필요해졌고, 그중 하나로

Lattice-based Cryptography가 제안되고 있다[1].

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Polynomial Ring에서 연산

이 행해지고, 그중 Polynomial Multiplication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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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연산 시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다항식 곱

셈 계산을 빠르게 하는 하드웨어 모듈이 필요하다

[2-3].

본 논문에서는 Finite Field에서 연산 되는 FFT

인 Number Theoretic Transform(NTT)[4]을 이용

해서 다항식 곱셈을 계산하는 8-point NTT-based

Polynomial Multiplier 모듈[5-6]을 설계하고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한다. NTT 기반의 곱셈기의

지연시간과 전력소모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Modular Reduction Unit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

어를 적용하고, 트랜지스터 수준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Basic Theory

(1) Polynomial Multiplication & Convolution [7]

  …


  …


×  …
 (1)

길이 N의 두 다항식을 곱하면 길이가 2N-1인

다항식을 구할 수 있고 그 계수를 구하는 식은 식

(2)와 같다.

  
  



  for     …  (2)

식 (2)는 {a0, a1, ..., aN-1} 과 {b0, b1, ..., bN-1} 벡

터 간의 Discrete Convolution을 구하는 식과 동일

하다. 즉, Polynomial Multiplication은 Convolution

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Convolution은 O( )의 연산을 하기 때문

에, DFT를 이용해 다항식의 계수들을 Frequency

Domain으로 옮기고, 각 계수들끼리 단순 곱하기를

해서 다시 IDFT로 역변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Frequency Domain과 Time Domain에서

Convolution과 곱셈은 Duality를 가지기 때문이다.

for       ×  ↔ (3)

여기서 길이가 각각 N과 M인 벡터를 Convolution

(⨉)하면 길이가 N+M-1인 벡터가 되기 때문에

DFT를 이용해 각 element 간의 곱셈(*)으로 문제

를 해결하려면 N+M-1의 길이만큼Zero-padding을

해주어야 한다.

(2) FFT: Fast Fourier Transform

DFT도 O(N2)의 연산량을 가지기 때문에 빠른

변환을 위해 FFT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FFT는 Divide & Conquer 방식을 통해 DFT를

O(N∙log(N))의 연산량까지 줄여서 계산하는 방

법이다. FFT에는 DIF(Decimation in Frequency)

와 DIT(Decimation in Time)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이번에는 DIF를 활용해서 다항식 곱셈기를 설

계한다. DIF FFT 알고리즘은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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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같은 방법으로 X(2m + 1)에 대해서도 식을 구해

보면

  

 

 ∙
  (4)

N-point DFT의 N을 반으로 줄여가면서 재귀적

으로 계산하여 FFT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

(3) NTT: Number Theoretic Transform

FFT를 이용하면 벡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

여 Convolution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FFT는 복

소수와 부동소수점 연산을 필요로 한다. 복소수는

실수를 2개 연산하는 것과 같으며 부동소수점 연산

은 정수 연산에 비해 더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wN으로 사용하던 e
-j2π

/N를 특정한 규칙을 가진 정수로 변경하는 것이

Number Theoretic Transform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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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wN으로 Primitive N
th Root of Unity를

이용했다. Primitive Nth Root of Unity는   을

만족하며  ≠ (for k = 1, 2, ... N-1)을 만족하는 Z

이다. NTT에서는 w의 조건을 바꾸어 wN mod p =

1을 만족하고 Primitive Root인 정수를 w로 정한다.

Primitive Root란 모든 소수 p마다 wN mod p가

1, 2, ... p-1의 모든 정수를 방문하는 w을 뜻하고

반드시 1개 이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p를 소수로

잡는다면 p의 Primitive Root가 반드시 존재한다.

소수 p는 하드웨어 구현에서의 용이함을 위해 항

상  꼴로 잡는다.

Fig. 1. 8th Root of Unity.

그림 1. 1의 8번째 제곱근

Fig. 2. p = 17, w = 15, N = 8 Root.

그림2. p = 17, w = 15, N = 8 근

DFT와 NTT에서 사용하는 Basis를 비교하자면

Fig. 1, Fig. 2와 같다. 복소수로 사용하던 Basis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정수 배열로 바꾼 것이다.

 
  



∙ mod 

 



  



∙  mod  (5)

식 (5)는 식 (3)과 비슷한 식이지만 wN을 e-j2π/N

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w를 특정 한 정수로 잡고

modular 연산을 해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입력과 출력의 모든 값은 연산에 사용하는 소수인

p보다 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결과를 얻

게 된다.

(4) Modular Arithmetic

NTT 연산에는 Modular 연산이 많이 사용된다.

양의 정수의 Modular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음의

정수, 나누기, 역수 등의 연산은 흔하게 접할 수 있

는 연산이 아니므로 소개하려고 한다.

*Example

1. 음의 정수인 경우
-7 = -7 + 17 = 10 (mod 17)

2. 역수인 경우
7-1 = 5 (mod 17)
7 x 5 = 35 = 1 (mod 17)

2. 나누기인 경우
12 / 7 = 12 x 7-1 = 12 x 5 = 60 = 9 (mod 17)

(5) Negative Wrapped Convolution

Negative Wrapped Convolution은 식(6), (7), (8)

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우선 ψ을 식 (6)으로 찾

는다.

ψ   (6)

모든 벡터에 식 (7)과 같은 규칙으로 곱해준다.

      … 

      … 

′  ψ ψ
 ψ

 ψ
 … ψ  mod 

′  ψ ψ
 ψ

 ψ … ψ mod 

(7)

즉, NTT를 계산하고 element-wise 곱셈을 한다.

′  ′ ′  ′

 ′  ′×  ′ mod  (element-wise)

   ′× ψ mod  (8)

위 수식과 같이 최종 컨볼루션의 결과는 Inverse

NTT(iNTT)에 ψ의 역수를 곱하여 얻을 수 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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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lementation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NTT-based Polynomial

Multiplier를 설계한다[8].

Table 1. Design criteria (input bit width = 5).

표 1. 설계 기준(입력 비트 폭 = 5)

p w N ψ w-1 N-1 ψ-1

17 15 8 7 8 15 5

1) Butterfly Block

Butterfly Block은 FFT에서 Butterfly Algorithm

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모듈이다. 본 논문에서는

NTT 연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의 모듈

을 사용하지만 곱해주는 값을 NTT의 Primitive

Root을 이용한다.

Butterfly Block은 Adder, Subtractor, Multiplier

각 하나, Modular Reduction (MR) Unit 3개, LUT

하나, Flip Flop (FF)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

의 Block Diagram은 Fig. 3과 같다.

Fig. 3. Block Diagram of Butterfly Block.

그림 3. 버터플라이 블록의 블록도

(2) Modular Reduction

Modular 연산은 실제로 값을 나누어 나머지를 보

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뺄셈을 해서 수행할 수 있

다. 나누기 연산이나 반복적인 뺄셈 모두 시간을 많

이 소비하는 연산이다. 하지만 NTT 연산에서 사용

하는 p는 항상  의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

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mod  

  mod  ÷  mod   (9)

식(9)에서 2의 거듭제곱의 나머지 연산은 1을 뺀

수와의 Bitwise AND 연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mod    &   (10)

또한, 2의 거듭제곱의 나누기는 Bit Shifting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11)

식 (11)의 알고리즘으로 양의 정수는 계산할 수

있지만, Butterfly Block에서 Subtractor를 통과한

경우 음의 정수, 즉 Underflow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다. 참고 논문 [3]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 알고

리즘을 제안했다.

Algorithm: Modular Arithmetic of Signed Integer

1. {cout0, cout1, temp1} = A-B
2. temp2 = temp1 + cout0ㆍcout1
3. (A−B) mod (2n+1) = temp2+～cout0ㆍcout1ㆍ2

n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해도 동작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Subtractor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정수의

크기는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 간

단하게 Modular Reduction Unit을 설계하였다.

Subtractor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정수는 NTT의

규칙에 의해 항상 소수 p로 Modular 연산이 된 정

수이다. 그러므로 항상 [0, p-1] 범위의 입력을 갖

기 때문에 정수끼리 뺄셈 연산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p-1), p-1] 이다. 그러므로

해당 범위 내의 정수에 대해서만 Modular 연산이

올바르게 수행되면 된다. 양의 정수는 이미 소수 p

로 Modular 연산이 된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

하고 음의 정수일 경우 소수 p를 더하여 출력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New Algorithm

1. {sign_bit, temp} = A – B
2. if (～sign_bit) result = temp // positive
else {cout, result} = temp + p // negative

3. (A−B) mod (2n +1) = result

Fig. 4. Block Diagram of proposed MR Unit.

그림 4. 제안된 MR 유닛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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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같이 Subtractor 뒷 단의 Modular Reduction

Unit을 설계하면 Mux 하나와 Adder 하나의 간단

한 구성으로 NTT 연산에 필요한 Modular 연산을

할 수 있다.

3) NTT Processing Core

NTT Core는 Fig. 5와 같이 log(N)개의 Butterfly

Block과 신호를 지연시키기 위한 Delay Module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8-point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Butterfly Block은 3개를 사용한다.

Fig. 5. NTT Processing Core.

그림 5. NTT 프로세싱 코어

4) Polynomial Multiplier

Negative Wrapped Convolution을 사용하였으므

로, NTT Processing Core 바깥에 ψ을 곱해주는

부분을 추가하고 Inverse NTT 연산 계산을 위해

 ×  을 곱해주는 부분을 추가한다. NTT 연산

은 FFT 연산과 마찬가지로 Bit Inverse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Random Access Memory를

사용하여 NTT 연산을 한 결과를 저장한다.

Fig. 6. 8-point NTT(FFT) Bit Inverse Output.

그림 6. 8 포인트 NTT(FFT)의 비트 반전 출력

Polynomial Multiplier의 Block Diagram은 Fig.

7과 같다.

Fig. 7. Block Diagram of NTT-based Polynomial Multiplier.

그림 7. NTT 기반 다항 곱셈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3. FPGA Based Logic Simulation Results

   

   (12)

식 (12)의 다항식 a(x)와 b(x)를 곱하면 c(x)를

얻을 수 있다.

 × 

      (13)

다항식의 계수를 벡터로 변환하고 벡터의 길이가

8이 되도록 Zero-padding을 한다.

a = {3, 0, 1, 2, 0, 0, 0, 0}

b = {0, 2, 2, 3, 0, 0, 0, 0} (14)

0 6 6 11 6 7 6 0

두 벡터의 컨볼루션 결과는 식 (15)와 같다.

c = convolution(a, b)

= {0, 6, 6, 11, 6, 7, 6, 0, 0, 0, 0, 0, 0, 0, 0} (15)

설계한 NTT-based Polynomial Multiplier에 동

일한 입력을 넣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Fig. 8과 같이

정확한 연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Polynomial Multiplier Output.

그림 8. 다항 곱셈기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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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nsistor Based Simulations Results

Fig. 9. Modular Subtraction Unit (conventional).

그림 9. 모듈식 감산 유닛(기존)

Fig. 10. Modular Subtraction Unit (proposed).

그림 10. 모듈식 감산 유닛(제안된)

Fig. 9은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설계된 Module로

2개의 덧셈기를 이용하여 설계되어있던 반면 Fig.

10의 경우는 개선된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아이디

어로 1개의 덧셈기와 1개의 MUX로 설계하였다.

MUX의 경우 Static CMOS MUX로 설계[9]하였

다. Table 2는 Conventional과 Proposed에 100개의

랜덤한 입력을 넣어 연산 속도와 전력 소모를 분석

한 결과이다[10].

Table2. Delay and power comparison of modular subtraction

units.

표 2. 모듈식 감산 장치의 지연시간 및 전력 비교

Design
Delay (ns) Power

(mW)Average Max. Min.

Conventional 0.224 0.480 0.147 0.0166

Proposed 0.156 0.420 0.040 0.0152

Improvement 30.2% 12.5% 73.0% 8.3%

Table 2의 결과를 보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아이

디어로 연산한 결과, 기존 연산 대비, Average Delay

는 30%, Maximum Delay는 12%, Minimum Delay

에서는 73%까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동일하게 100개의 랜덤한 입력을 넣고 각

모듈이 사용하는 전류 소모량에 기반하여 측정한

전력 소모 값은 기존 설계 대비 제안된 설계에서

8% 정도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Lattice-based Cryptography 알고

리즘의 연산을 하는 부분인 Polynomial Ring에서

가장많은연산량을차지하는 Polynomial Multiplication

의 한 부분으로 Finite Field에서 연산 되는 FFT인

Number Theoretic Transform을 이용해서 다항식

곱셈을 계산하는 8-point NTT-based Polynomial

Multiplier 모듈을 제시한다. Modular Reduction

Unit의 경우 기존 모듈에서는 2개의 Adder를 사용해

서 알고리즘을 수행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1 Adder,

1 Mux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Delay의

경우 30%정도 성능이 향상 되었고 Power 소모의

경우 8.3%정도의 성능향상이 보였다. 또한, 1bit

Mirror Adder가 28T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1bit 2

to 1 Mux를 만드는데에 6T가 사용되므로 하드웨

어 리소스가 적게 들고 Bit Width가 늘어날수록 속

도가 느려지는 Adder에 비해 각 Bit당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Mux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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