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학생창의자율과제 제출양식]

센터명/총괄책임자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센터 / 김호원 교수님

학생창의자율과제명
저성능 디바이스에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블록암호 ARIA 
전용 확장 명령어 구현

연구기간 2020. 09. 01. – 2020. 11. 06.
연구 필요성

o 블록체인 시스템의 트랜잭션 처리속도가 아무리 높아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 통신 
속도가 느리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트랜잭션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암호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o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통신 암호화를 위해 RISC-V 프로
세서상의 명령어 레벨 암호화를 위한 블록암호 ARIA 전용 명령어를 개발한다. 추가되는 ARIA 전용 명령
어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에서 사용되고 암호화를 위한 Cipher suite의 블록암호
로 사용되어, 저성능 디바이스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의 트랜잭션 전송을 위한 연산 속도와 기밀성을 보장
한다.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본 연구의 목표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위해, RISC-V ISA상에서 ARIA 전용 명령
어를 구현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

o 본 연구를 위한 ARIA 구조
 본 연구에서 RISC-V 프로세서상에서의 고속 ARIA 암/복호화를 지원하기 위해 S-box 명령어 2종
류와 확산 계층의 diffusion layer 명령어 8종류 명령어를 사용한다.
 ARIA SBOX 명령어는 하드웨어에서 S-box를 Look Up Table 방식 대신 Galois Field operation
을 사용하여 S-box를 구함으로써 클럭 주파수의 성능 향상과 면적의 장점을 얻는 구조를 사용하였
다.

[그림 1] arias1연산 구조
     

[그림 2] arias2 연산 구조

 arias1, arias2 명령어는  S-box를 이용한 치환계층의 연산을 수행한다. 입력으로     

,    각 연산의 입력으로 들어갈 8bit 입력값을 연접한 값이 사용된다. 출력 값은 


 

  ,    각 연산의 출력으로 나온 8bit 출력값 들을 연접하여 사용하므로 한 
번에 32bit의 치환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ARIA에서 Diffusion Layer는 16*16 Involution 이진 행렬을 사용한 byte 간의 확산 함수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3] Diffusion Layer 전체구조

 

 [그림 3]의 (a)를 보면 2x2 swap이 2개 ,4x4 swap 1개를 이용하면 4라운드 후에는 원래 자신의 자
리로 돌아오게 된다. 
 1, 3라운드에서의 swap을 odd, 2,4 라운드에서의 swap을 even으로 명칭 할 때, 1라운드에서는 
odd 동작을 수행해야 하므로 4*4 행렬의 swap을 수행 후 4*4 행렬의 내부 4*2 row끼리 swap을 
진행함으로써 [그림 4] (a)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2, 4라운드는 even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2라운드 32bit 입력에 의한 128bit 연산 결과값과 1라운
드 연산 결과값을 xor 하여 값을 쌓아가며 even에서는 전체 행렬을 swap 한다.
 3라운드도 마찬가지로 2라운드 연산 결과값과 32bit 입력에 의한 128bit 연산 결과값의 xor을 수행
하여 결과를 쌓아가며 4*4 행렬의 swap과 4*4 행렬 내부의 4*2 row의 swap을 수행한다.

[그림 4] Diffusion Layer 전체 라운드 과정

 4라운드도 3라운드 연산 결과값과 32bit 입력값에 의한 128bit 연산 결과값을 xor하여 값을 쌓는
다. 이후에는 모든 행렬의 모든 row를 swap 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을 이용함으
로써 gate의 재사용성을 높여 16*16 involution 행렬을 ROM에 구현하는 것보다 13개의 xor과 2개
의 mux만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하므로 면적에서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주요실적 / 구현결과

□ 구현결과

o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SPIKE 시뮬레이터에 
custom 명령어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opcode 영
역은 custom0와 custom1 영역이며 sbox명령어와 
diffusion layer 명령어는 각각 ‘0001011’과 
‘0101011’의 7bit opcode를 사용한다.

sbox 명령어는 RISC-V ISA의 단일 레지스터와 12b



it immediate 값을 입력으로 받는 I 타입 명령어 포맷
을 사용한다. 

 
 의 순서를 가지는 arias1 

명령어의 경우 function3 영역에 ‘000’를, 

 

   의 순서를 가지는 arias2 명령어의 
경우 function3 영역에 ‘001’을 가진다.

o diffusion layer 명령어는 RISC-V ISA의 두 개의 레
지스터 입력을 가지는 R 타입 명령어 포맷을 사용하고 
모든 하위 명령어가 function3 영역에 ‘000’을 가지고,  
ariad1 명령어의 경우 function7 영역에 ‘0000000’을, 
ariad2 명령어의 경우 ‘0000001’을, ariad3 명령어의 
경우 ‘0000010’을, ariad4 명령어의 경우 ‘0000011’의 
값을 가진다.

o 정해진 명령어의 opcode로 디코더를 위한 mask와 
match 값을 생성하여 SPIKE 시뮬레이터의 명령어 인
코딩 파일에 정의하고 각 명령어의 동작 방식을 명령어
별 헤더 파일로 정의하였다. 

o 추가된 명령어의 실행을 위해서 인라인 어셈블리 코드
를 바이너리 형태로 컴파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LLVM의 RISC-V ISA 명령어 인코딩 파일에 추
가된 6개의 명령어를 정의하였다.

[그림 5] 추가된 명령어

□ 주요실적

o ARIA의 한 라운드에서의 32bit sbox 연산은 KISA의 
레퍼런스 코드의 경우 141 cycle이 걸렸으며 추가한 
arias1, arias2 명령어의 경우 1 cycle이 걸리지만 한 
라운드에 4번 실행이 되므로 총 4 cycle이 걸렸다.

o ARIA의 한 라운드에서의 128bit diffusion layer 연산
은 KISA의 레퍼런스 코드의 경우 196 cycle이 걸렸으
며 추가한 홀수, 짝수 라운드의 ariad1, ariad2, 
ariad3, ariad4 명령어는 홀수/짝수 라운드에 맞게 한 
라운드에 4개의 명령어가 모두 4번씩 실행되어야 하므
로 16 cycle이 걸렸다. 

o 추가된 Substitution과 Diffusion layer 연산 결과를 
KISA의 레퍼런스 코드와 비교했을 경우에 각각 35배, 
12배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추가된 명령어는 
연산 과정중에 메모리 참조가 없기때문에 보다 빠른 연
산 속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nstructions reference sbox arias1/arias2 * 
4

cycles 141 4

instructions
reference

diffusion layer
{ariad1,ariad2
,ariad3,ariad4}

cycles 196 16

[표 1] 라운드당 사이클 수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본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
현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밀성을 보장하며 통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성능 디
바이스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더라도 트랜잭션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통신 품질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본 연구를 이용하여 추후 프로세서의 명령어 레벨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신 속도 향상을 위한 연
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