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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력의 소비와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

술을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공개키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상호인증 프로토콜의 사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스마트 그

리드 기기 중, 휴대가 가능하며 제한된 배터리 성능과

CPU성능을 가지는 경우, 에너지 소모와 연산속도를 위한

암호화 모듈의 효율적인 구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RSA보다 키 길이가 짧지만 강한 암호 강도

를 가지는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하며, 소프

트웨어 및 하드웨어로 동작을 할 때, 그 성능을 비교해 효

율성을 분석한다.

2. 연구 및 구현 방법

연구에 사용한 암호 알고리즘은 GF(2m)를 이용한 타원

곡선을 사용했으며, 283비트의 다항식을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한다. 성능 비교는 암호화, 복호화, 서명생성 및 증명

에 사용되는 연산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Scalar 곱을 대상으로 했다.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를 통

한 데이터 통신에 쓰이는 프로토콜인 TLS와 SSL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인 OpenSSL의 ECC함수를

사용했으며, 하드웨어는 Verilog로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

즘의 Scalar 곱에 대한 부분을 구현하여 사용했다.

하드웨어의 테스트는 0.18㎛공정과 10ns(100MHz)의 클

락 속도로 Synopsys사의 Design Compiler와 Astro를 사

용했으며, ModelSim을 통해 검증을 했다.

에너지 소비는 레이아웃 에디터인 Virtusuo와 파워 시

뮬레이터인 NanoSim을 사용했다. 소프트웨어 분석은 i7

프로세서가 장착된 PC와 [1]의 결과를 인용했다. ARM

Cortex-A8은 스마트 단말기로 사용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나 OS가 있는 가전제품에 사용된다.

3. 테스트 결과 및 결론

표1은 각각 Scalar곱을 5,000번 이상 반복해 평균을 계

산한 결과로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의 기기의 인증 시

사용되는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의 주요 연산 시간과 그

에 해당하는 에너지소모를 비교했다.

ECC scalar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PC ARM

연산 시간 3.2064㎳ 8.2611㎳ 2.734㎳

소모 에너지 측정불가 27.87 mJ 69.66 μJ

표 1. 시스템별 Scalar곱 연산 결과

비교 결과 ECC의 Scalar 곱의 하드웨어 구현이 ARM

프로세서에서의 소프트웨어의 구현보다 속도에서는 3배,

에너지 소비에서는 400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인 하드

웨어 사용 시 RAM, ROM과 같은 주변장치가 추가되어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겠지만, 타원곡선 암호의 하드웨어

모듈이 적용된 휴대형 스마트 그리드 기기가 소프트웨어

로 구현된 기기보다 인증 속도와 사용시간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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