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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에 거래 편의를 위하여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개

인 키를 암호 화폐 거래소에 위탁하고 원격으로 이용함에 따라,

암호 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나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거래소

내부에서의 공격으로 인해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개인 키가 유출되

어 암호 화폐가 탈취되는 사건들이 보고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암호화폐 관리를 위한 FPGA 기반의 핫

월렛이 제시되었는데,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기술로는 실제로 사

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S/W의 구현이 부족하고 H/W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서버

단 S/W 구현을 추가하여 실제로 사용자가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FPGA 기반의 핫 월렛이 가지던

단점인 FPGA 자원 소모가 많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하여

FPGA 자원 소모를 대폭 줄였다. 나아가, 우리가 구현한 기반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성능, FPGA 자원 소모량을

평가하였다.

주요어 : 암호화폐,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CPU/FPGA

학 번 : 2018-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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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활발하

게 거래하고 보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

뤄짐에 따라,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문제도 암호화폐 거래

에 있어서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보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암호화폐 소유자의 암호화폐의 거래 능력을 의미하는

개인 정보인 암호화폐 개인 키가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래 편의를 위

하여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이러한 개인 정보를 암호 화폐 거래소에 위탁

하고 원격으로 이용함에 따라, 암호 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나 관리

자 권한을 가지는 거래소 내부에서의 공격으로 인해 이러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암호 화폐가 탈취되는 사건들이 보고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지갑을 구현함에 있어 원

격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을 안전하게 신뢰하며 사용할 수 있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TEE

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a.k.a REE(Rich Execution

Environment))과 무관하게 독립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다. TEE를 활용하여, 암호화폐 지갑의 민감한 데이터를 REE로부

터 독립된 영역에 저장하고 독립된 영역에서만 실행함으로써 위에서 언

급한 거래소 관리자와 같이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공격자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Intel SGX([2])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

에게 TEE를 제공하는 방식들이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SGX

Wallet([3])은 이러한 SGX의 하드웨어 기반 메커니즘으로 격리된 메모

리 공간을 제공받는 enclave 안에서 원격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저

장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실행한다. 또한, 원격 검증을 통해 원격 사용자

에게 현재 enclave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태가 적법한지를 확

인시켜줄 수 있도록 한다.

[3]이 안전한 까닭은 enclave에 사용자의 암호화폐 개인 키를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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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nclave 내부에서만 개인 키를 활용한 서명이 수행되게끔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enclave의 영역에는 OS의 권한으로도 접근할 수 없도

록 만들어, 기존의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이 가지던 취약점 중 하나인 관

리자에 의한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

근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첫번째는 이 솔

루션은 당연하게도, Intel SGX가 없는 모델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예를 들면, SGX는 일반 데스크톱 CPU인 2015년 스카이레이크 모

델부터 모든 CPU에 적용이 되어 있으나, 서버용 CPU인 Xeon의 경우에

는 E3 세대에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의 E5, E7 세대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은 항상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

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지갑이 enclave안에서 동작한다 하더라도 결국

enclave 내부에서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

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I/O, 메모리 관리, 예외 처리 등

은 OS의 관리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캐시나 분기 예측기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도 다른 프로세스들과 공유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채

널 형태의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1]에서 FPGA를 기반

으로 한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1]에서 제시하는 기술은

FPGA를 독립된 안전한 실행 환경으로 만들고 FPGA에 사용자의 암호

화폐 개인 키를 보관하여 권한이 없는 서버 관리자로부터의 공격이 불가

능하게 만든 기술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용자의 암호화폐 개인 키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이 솔루션을 사용하

기 위한 서버 CPU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부족하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1]의 구현을 위해 상당히 많은 FPGA 자원을 소모해야

만 하는데, 이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하드웨어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FPGA 보드에서만 [1]이 사용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1]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 서버 CPU에서의 소프트

웨어 구현을 제시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FPGA 자원

사용량을 크게 줄이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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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우리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서버에서 운

영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안전하게 실행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 사용

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논문에서 주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인 SGX 기반의 암호

화폐 지갑이 있다. 이 기술은 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SGX 자체가 다

양한 형태의 부채널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개인 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엔 부적합하다. 또 다른 방식으로,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HSM(Hardware Security Module)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기

도 하는데 이는 FPGA와 비슷하게 개인 사용자의 를 HSM이라는 분리

된 환경에 사용자의 암호화폐 개인 키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비

슷한 개념을 가지고 보안을 제공하지만, HSM 기반의 방식은 HSM 장

비가 암호 연산 외의 다른 기능들을 유연하게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서버의 OS(Operating

System)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맡겨야만 한다는 보안 관점에서의 큰 단

점이 존재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 ARM TrustZone 기반의 솔루션인 Samsung

Blockchain Wallet([4])이 존재하는데, 이는 ARM에서 제공하는

TrustZone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술을 통해 개인 사용자의 암호화폐 개

인 키를 지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ARM TrustZone이

결국 S/W 권한에 의해 보안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권한 상승

([5])과 같은 공격에 의한 취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 4 -

제 3 장 위협 모델 가정

우리 연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 관리자를 믿

지 않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서버 관리자는 암

호화폐 거래소 서버의 OS를 장악할 수 있는 공격들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서버 컴퓨터와 물리적으로 연결된 FPGA를 향한 [6]과 같은 물

리적인 공격은 없다고 가정한다. 나아가, 개인 사용자가 원격에서 수행하

는 지역 환경은 안전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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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디자인 및 세부 구현

우리 연구에서는 [1]의 사용을 위한 사용자 단의 S/W를 제안하고, 나

아가 FPGA 구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제 1절에서는 이를

위한 가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제 2절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사용자 단의

S/W와 서버의 FPGA가 어떻게 통신하여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지를 언급하며, 제 3절과 제 4절에서는 각각 FPGA와 사용자 단 S/W의

세부 모듈을 설명한다.

제 1 절 디자인을 위한 가정

우리는 [1]에서 가정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

해 FPGA 제조사가 FPGA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FPGA 개인 키를

FPGA에 설치하고 이에 대응되는 FPGA 공개 키를 암호화폐 지갑 사용

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개인 사용자의

지갑에 해당되는 비트스트림 파일을 지갑 비트스트림 제조사로부터 제공

받는다.

제 2 절 안전한 통신 환경 구축

\autoref{fig:design_overview}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원격 사용자는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FPGA에 접근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버 OS를 믿지 않고

잠재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원격 사용자와 서버 간의 요

청과 응답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한 통신 환경을 통하여 통신하도록 하

였다.

우리가 언급하는 안전한 통신 환경은 원격 사용자가 안전하게 본인의 개인

인증 정보와 암호화폐 개인 키를 FPGA에 등록하여 원격 사용자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듬으로써 실현된다. 이를 위해, 원격 사용자는 자신의 지갑 비트

스트림을 FPGA의 reconfigurable region에 안전하게 프로그래밍한 후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키와 암호화폐 개인 키를 안전하게 FPGA의

reconfiguration region에 등록해야만 한다. 즉, 원격 사용자는 다음의 과정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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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수행해야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 사용자 – FPGA 간 통신 환경

1. 암호화폐 지갑 비트스트림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비트스트림을 FPGA로

보내 FPGA의 reconfigurable region에 프로그램되도록 요청한다.

2. 원격 사용자는 본인의 개인 인증 정보와 암호화폐 개인 키를 프로그램된

reconfigurable region에 등록한다.

3. 인증 정보와 암호화폐 개인 키가 등록되면, 암호화폐 지갑에서는 이에 대

응되는 공개 키를 생성한 후 Agent는 이 공개 키를 원격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4. 위의 과정들을 통해 거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원격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FPGA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FPGA에 원격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이와 같이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

서 공격자가 원격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

리오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1번과 2번 과정에서 원격 사용자가

FPGA 제조사로부터 받은 FPGA 공개키를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지갑 비트스트

림과 개인 정보를 FPGA로 보내도록 구현하여 FPGA 개인 키가 없으면 이 정

보들이 복호화될 수 없도록 강제하였다. 참고로, 2번에서 암호화폐 개인 키를

등록하는 과정은 BIP-0039 표준을 따르는데, BIP-0039는 암호화폐 거래 사용자

가 니모닉이라는 12 - 24개의 암기하기 쉬운 단어의 조합을 통해 개인 키를 생

성하는 비트코인 개발자 표준이다. 따라서, 실제로 원격 사용자가 FPGA로 보내

는 암호화폐 개인 키 등록 정보는 이 니모닉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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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거래 사용자가 개인 키를 잃어버려도 니모닉을 이용하여 쉽게 복구할 수 있

다. 따라서, 우리는 원격 사용자가 FPGA로 니모닉을 전송하도록 하여, FPGA

내부에서 니모닉을 통해 개인 키가 생성되도록 구현하였다.

부가적으로, 3번의 과정에서 암호화폐 공개 키가 FPGA로부터 원격 사용자

에게로 전송될 때 암호화폐 공개 키가 서버의 공격자에 의해 임의의 공격자의

공개 키로 교체되어 원격 사용자에게 전송될 경우에, 원격 사용자가 공격자의

계좌(공개 키로부터 생성된 암호화폐 거래용 계좌)를 본인의 계좌로 알게 되는

식의 취약점(Integrity)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PGA에서 암호화폐 공개 키

를 원격 사용자에게 보낼 때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공개 키를 해시한 값과 함께 사용자에게 공개 키를 보내도록 하였다.

나아가, 4번의 과정에서 원격 사용자가 확실히 본인의 지갑 비트스트림이 본

인이 인정한 거래소의 FPGA에 프로그램되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FPGA에

서 FPGA 개인 키와 Bitcoin 개인 키 두 개의 개인 키를 이용한 서명을 수행하

여 원격 사용자에게 서명된 메시지를 보낸다.(secret sharing의 개념 적용)

이렇게 형성된 안전한 통신 환경을 통해, 원격 사용자는 본인의 인증 정보만

가지고 FPGA에 암호화폐 트랜잭션 서명 요청을 수행할 수 있다.

제 3 절 FPGA 세부 구성

본 논문에서는 [1]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안전한 통신 환경과 그를 보

조하는 원격 사용자 단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1]에서 구현된

FPGA 세부 구성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1]의 구현에서는

Reconfigurable region에 개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개인

키와 개인 사용자의 authentication key 뿐만 아니라 Public key Generator,

Private key Generator, Transaction Signing의 모듈을 전부 구현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현은 partial reconfiguration을 위한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4-2]와 같이

Reconfigurable region에 개인 사용자의 암호화폐 개인 키와 개인 사용자의 인

증 정보만을 두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우리가 구현한 방식이 더 효율적인 이유는, 어차피 Public key Generator,

Private key Generator, Transaction Signing의 모듈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

폐 사용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함수 단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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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PU - FPGA 세부 구성

제 4 절 Server CPU S/W 세부 구성

사용자와 FPGA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통신하면서 거래하기 위한 Server

CPU의 소프트웨어 기능 모듈들은 다음과 같다.

[Networked Wallet]

- 원격 사용자가 생성해낸 트랜잭션 메시지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FPGA에서

서명된 트랜잭션 메시지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등록함으로써 사용자의 거래를

수행시킨다.

[PCI-E driver]

- PCI-E를 사용하기 위한 PCI-E 드라이버 커널 모듈이다.

[User-FPGA / FPGA-user Interface]

- Server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청이나 FPGA의 요청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이다. 실제 동작은 PCI-E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 할당된 디바이스 파일

에 읽기와 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원격 사용자와 FPGA의 요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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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1]과 비교하여 장점이라고 내세울만한 점 중 하나는 1장에서 언급했듯이

FPGA 자원 사용률을 크게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1]의 구현에서 암호화폐 지갑

구현을 위해 Vivado HLS를 통해 Verilog 코드를 생성하였는데, Vivado HLS에

서 제공하는 FPGA 자원 사용 최적화 옵션들을 더 추가하여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표 5-1]에서 설명하듯이, 우리는 [1]에서 사용하던 자원의 거의 절반만을

가지고도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

[표 5-1] FPGA 자원 사용량

나아가, 우리는 원격 사용자가 이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기 위한 응답 시간

을 세부 기능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주요 기능 별 응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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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Private key 생성의 응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rivate key 생성 함수가 내부적으로 수행될 때 2048번

의 반복적인 iteration을 수행하는데 연산의 의존성 때문에 이를 병렬화할 수 없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성능 부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솔루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 서버를 통해 PCI-E에 연결된 FPGA로 접근하는데 여기서

PCI-E를 통과하며 생기는 대기 시간은 약 1us 이하로 우리의 기능들이 걸리는

시간들에 비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제 6 장 결론

이 논문에서는 기존 암호화폐 지갑을 원격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만

드는 솔루션인 FPGA-based hot wallet([1])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FPGA

자원을 최적화하고 Server CPU의 소프트웨어 단을 구현하였다. 논문에서 구현

한 소프트웨어 단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Networked Wallet을 포함하는데,

구현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효율적으로 원격 사용자와 FPGA 간의 소통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Networked Wallet은 사용자의 트랜잭션 메시지 자체

를 검증해주며 서명된 트랜잭션 메시지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파하기도 한

다. 이러한 Networked Wallet이 원격 사용자가 믿지 않는 Server CPU에서 수

행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메시지 자체를 검증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원격 사용자의 암호화폐 개인 키를 보호하

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 나아가, 실제로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의 기능을 원격으로 사용하고 대기

해야 하는 응답 시간까지 측정함으로써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솔루션을 개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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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 cryptocurrency users have entrusted cryptocurrency

private keys to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used them remotely,

the users of cryptocurrency users have been attacked by an attacker

on cryptocurrency exchanges who has administrative privilege. Cases

have been reported in which the key is leaked and the cryptocurrency

is stolen.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an FPGA-based hot wallet

for secure cryptocurrency management has been proposed. In this

paper, the technology mentioned in this paper lacks the S/W

implementation for users and consume a lot of FPGA resources

which makes it less practical to u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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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in this paper, we added a server-side S/W

implementation for realistic usage of FPGA-based hot wallet to build

a secure communication environment that users can actually trade.

Furthermore, FPGA resource consumption has been greatly reduced

by efficiently optimizing the FPGA resource consumption, a

disadvantage of FPGA-based hot wallets. Furthermore, based on our

implementation,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processing user

requests and FPGA resource consumption.

keywords : Cryptocurrency,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TEE), CPU/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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