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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o 기존 방식의 여러 암호화 작업 요청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 수가 더 많은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프

로세서 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o 기존의 암호화 작업 요청을 전송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o 기존의 중간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버그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 프로세서에 대해 다양

한 요청들을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o 기존의 중앙 집중식 암호화 요청은 시스템이 다운되면 복구될 때까지 모든 요청이 실패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o 기존 방식은 복잡하거나 간단하게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기존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다른 암호화 구현 기능으로 연결해 주는 멀티스레드 API를 구현.

□ 주요 내용

o 전체적인 시스템 전개도는 위 그림과 같다.

o 다른 API 인스턴스와 암호화 요청을 구분/주소지정을 한다.

o 여러 API 인스턴스에서 암호화 요청을 수집한다.

o 다양한 암호화 요청을 한번에 예약/전송하는 스케줄링을 구현한다.

o 암호화 프로세서에 대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서버스레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

o 중간 애플리케이션 계층 없이 서버스레드에서 분

산형으로 암호화 요청을 관리해줌으로서 오류나 버그

의 위험을 제거

o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이용하여 접근하여 하나의 

연결에 하나의 스레드가 생성됨

\

o 아키텍처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o 서버 스레드에서 클라이언트 스레드를 생성하여 

암호화 코어와 통신을 통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통

신을 서버단에서 관리가 가능함

o 여러 암호화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 단축과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브

러리 모듈의 통합을 이루어 냄 

o 멀티스레드를 사용한 SPI에서 루프백을 테스트

o pdu_init()를 사용하여 PDU를 구성 및 페이로드 1

의 값을 4바이트의 길이로 추가.

o pdu_transreceiv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 및 

수신

o protocol_start를 호출하여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

는 API가 서버 스레드에 연결 시도

o 전송한 페이로드값을 정상 수신한 결과를 보임

o 루프백을 사용하는 암호 요청의 여러 가지 예시

o 스레드 B와 C는 API를 이용하여 A의 서버스레드

에 접속하는걸 보임으로써 멀티스레드 구조가 잘 작

동하고 있는 것을 보임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제한된 수의 암호화 프로세서에서도 동시에 여러 암호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o 여러 암호화 작업 요청을 수집할 수 있으므로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다.

o 중간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암호화 프로세서에 대해 요청을 관리 하므로 버그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o 분산형으로 암호화 요청을 관리할 수 있다. 

o 소프트웨어 암호화 모듈과 번거로움 없이 쉽게 통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