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안전한 암호화폐 관리를 위한 

FPGA 기반의 핫 월렛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박 준 모



- ii -

안전한 암호화폐 관리를 위한 

FPGA 기반의 핫 월렛

지도교수  백  윤  흥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박  준  모

박준모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위 원 장 김 장 우 (인)

부위원장 백 윤 흥 (인)

위 원 이 병 영 (인)



- i -

국문초록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암호

화폐의 안전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형태의 핫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어느 곳에서나 거래가 가능하

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서버 내에 사용자의 개인 키가 보관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비해, 콜드 월렛은 하드웨어 내

부에서 사용자의 개인 키가 관리되고 외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지갑을 관리하고 지니고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하고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존

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콜드 월렛의 보안성과 핫 월렛의 편리성을 결

합한 FPGA 기반의 핫 월렛을 제시한다. FPGA 기반의 핫 월렛은

FPGA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키를 포함하는 FPGA 카드를 서버

와 연결하고 원격의 사용자가 FPGA로 지갑 비트스트림을 전송하

여 FPGA 내에 지갑을 설치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온

라인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 사용자의 개인 키를 사용하

는 연산들은 서버 시스템과 하드웨어적으로 격리된 FPGA 내부에

서 수행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또한, 분실이나 파손에 취약한 기존

의 하드웨어 지갑과 달리 FPGA 기반의 핫 월렛에서 사용자의 지

갑은 암호화된 비트스트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갑이 분실이나

파손되더라도 쉽게 복구할 수 있다.

주요어 :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블록체인, 지갑, FPGA

학 번 : 2016-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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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여러 암호 키

(cryptographic key)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암호 키는 비대칭키인 공개

키(public key)와 개인 키(private key)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암호

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 키로 생성한 서명

을 네트워크 상에 전파해야 한다. 네트워크 상에 여러 검증자들이 송신

자의 공개 키로 검증함으로써 사용자의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

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키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보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의 개인 키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거래 서명을 생성하여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것을 암호화폐 지

갑(wallet)이라고 부른다. 암호화폐 지갑은 인터넷 연결되는지에 따라 핫

월렛(hot wallet)과 콜드 월렛(cold wallet)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핫 월렛

은 인터넷과 연결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말하며 거래 내역을 생성하고 개

인 키로 서명하여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모든 과정이 인터넷과 연결된 곳

에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요청하면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 내부 소프트웨어

가 이를 처리한다. 핫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곳이라면 실시간으로 암

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

지만 핫 월렛은 사용자의 개인 키가 거래소 서버 등 인터넷과 연결된 곳

에 보관되기 때문에 서버가 해킹당하면 사용자의 개인 키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상 취약하다. 2014년, 일본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Check에서도 개인 키를 보관하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대략 5600억

규모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암호화폐 도난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콜드 월렛이 등장하였다. 콜드 월렛은 핫 월렛과 달리 인터넷과 연결되

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이다. 콜드 월렛은 거래 내역 생성, 서명 생성 등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주요 과정들이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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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키 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고 보안성이 높다. 콜드 월렛에는 대표적으

로 하드웨어 지갑이 많이 사용된다. 하드웨어 지갑은 사용자의 개인 키

를 외부와 격리된 하드웨어 내부에서 생성, 보관하고 개인 키를 사용한

연산들을 하드웨어 내부에서 수행한다. 내부에서 생성된 거래 서명 결과

만 외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지갑에는 해킹의 위험성이 없다.

하지만 하드웨어 지갑은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지갑을 지니고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어

느곳에서나 거래가 가능한 핫 월렛에 비해 편리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FPGA를 활용해 콜드 월렛의 보안성과 핫 월렛의 편

리성을 결합한 암호화폐 지갑, FPGA 기반의 핫 월렛(FPGA-based Hot

Wallet)을 제안한다. FPGA는 최근 하드웨어 기술의 발달로 PC 또는 작

은 임베디드 기기내에 호스트 CPU와 간편하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FPGA를 장착한 서버 내에서 소프트웨어 형태의 기존 핫 월렛보다는 높

은 보안성을 가지며 개인 키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콜드 월렛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과 달리 사용자가 지갑을 직접 들고 다니며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FPGA 기반의 핫 월렛은 FPGA 식별을 위한 개인 키를 포함하는

FPGA 카드를 PCIe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버와 연결하고 원격의 사용자

가 비트스트림(bitstream)을 FPGA로 전송하여 FPGA 내에 자신의 지갑

을 설치하는 암호화폐 지갑이다. 서버와 하드웨어적으로 격리된 FPGA

내부에서 개인 키 생성, 관리, 거래 서명 등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주요 연산들이 수행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은

항상 지정된 FPGA에서만 복호화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비트스트

림은 서버와 연결하여 구동할 FPGA 카드의 공개 키로 암호화한다.

또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원격의 사용자가 안전하게 암호화폐

를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먼저, 원격의 사용자는 자신의 지갑 비트

스트림이 지정된 FPGA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원격

검증(remote attestation)을 통해 이를 보장한다. 사용자의 비트스트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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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복호화되어 설치되었다면 FPGA 카드 내에 있는 FPGA 개인 키로

서명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는 공개 키로 검증함으로써

자신의 지갑 비트스트림이 지정된 FPGA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악의적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을

획득하여 자신이 비트스트림의 소유자인척하며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

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는다.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마다 사용자 인증 키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

자는 암호화폐 거래 등의 요청을 자신의 인증 키로 암호화하여 FPGA로

전달하고 FPGA 내부에서 복호화하여 요청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부

분 재구성(partial reconfiguration)을 통해 거래가 끝난 사용자의 지갑은

FPGA 내에서 안전하게 제거하고 다른 사용자의 지갑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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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 월렛과 인터

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 월렛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핫 월렛으로 암호화폐를 편리하게 관리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10]

에서는 3rd 파티 웹사이트 서비스가 사용자 대신 암호화폐 거래 주소와

개인 키를 관리하였다. 하지만 3rd 파티 웹사이트를 전적으로 믿어야 하

고 여전히 웹사이트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반 핫 월렛 자체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5]에서는 소프트웨어 지갑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지갑의 불편

함을 줄였고 사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암화문을 활용해 저장소 내에 개인

키를 남기지 않게 하는 방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지갑의 보안을 향상시켰

다.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콜드 월렛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암호화폐

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뢰 실행 환경(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내부에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중요 연산들을 수행하는 연

구가 이루어졌다. [3]에서는 운영체제 코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신뢰,

일반 실행 환경을 분리할 수 있는 ARM Trustzone을 활용해 신뢰 실행

환경 내에서 보안이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고 이외의 연산은 일반 실행

환경에서 수행하는 빠르고 안전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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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자인

이 장에서는 FPGA 기반의 핫 월렛의 전체 디자인과 사용자의 안전한

지갑 사용을 보장하는 기술들에 대해 다룬다. FPGA 기반의 핫 월렛은

FPGA 내부에서 사용자의 지갑으로 동작할 지갑 비트스트림, 지갑 비트

스트림을 관리하는 에이전트(agent) 비트스트림, 서버와 연결하여 사용자

의 지갑 비트스트림을 구동할 FPGA 카드로 구성된다.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지갑 제조사(wallet manufacture)가 개인 키가

포함된 사용자의 지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도록 에이전트 비트스트림

및 FPGA 카드의 제작은 FPGA 카드 제조사(FPGA card manufacturer)

가 담당한다.

제 1 절 FPGA 카드 제조

[그림 3-1] FPGA 카드 제조

그림 3-1은 FPGA 기반의 핫 월렛 구동을 위한 FPGA 카드 제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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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나타낸다. FPGA 카드 제조사는 사용자의 암호화폐 거래용 키와는

다른 FPGA 개인 키, FPGA 공개 키 쌍을 생성하고 생성된 FPGA 개인

키는 FPGA 개인 키 ROM(FPGA private key ROM)에 저장한다. 그리

고 아무도 FPGA 개인 키를 알 수 없도록 파기한다. FPGA 개인 키, 공

개 키는 각각의 FPGA를 식별할 수 있는 키로,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

림이 지정된 FPGA에서만 동작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FPGA 개인 키를 사용하여 지갑 비트스트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에이

전트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고 FPGA가 부팅될 때 로딩될 수 있게 에이전

트 ROM(Agent ROM)에 저장한다. 그리고 이 ROM들과 FPGA를 패키

징하여 하나의 FPGA 카드로 제조하여 FPGA 공개 키와 함께 지갑 제

조사에게 전달한다.

지갑 제조사는 사용자의 지갑을 FPGA에서 동작할 수 있게 지갑 비트

스트림으로 생성하여 배포한다. 이때, 지갑 비트스트림은 FPGA 공개 키

로 암호화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정된

FPGA 카드에서만 FPGA 개인 키에 의해 복호화되어 사용자의 지갑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 절 안전한 지갑 사용을 위한 기술

FPGA 기반의 핫 월렛은 원격 검증, 사용자 인증, 부분 재구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전한 지갑 사용을 보장한다.

1. 원격 검증

사용자는 거래를 위해 지갑 비트스트림을 서버로 전송한 뒤 자신의 지

갑 비트스트림이 지정된 FPGA에서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격 검증은 FPGA 개인 키, FPGA 공개키를 사용하여 원격의 사

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사용자가 임의의 값인 논스(nonce)

를 생성하여 FPGA가 연결된 서버로 전송하면 FPGA 카드 내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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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원격 검증

는 요청한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지갑 비

트스트림이 복호화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에이전트의 원격 검증 모듈

은 FPGA 개인 키로 서명을 생성하고 다시 사용자에게 생성된 서명 결

과를 전달한다. 사용자는 서명 결과를 받고 FPGA 공개 키로 이를 검증

함으로써 자신의 지갑이 지정된 FPGA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안전하게

동작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용자 인증

[그림 3-3] 사용자 인증

지갑 비트스트림이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악의적인 사용자가 다른 사용

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을 획득하여 자신의 지갑 비트스트림인 것처럼 거

래를 요청하여 암호화폐를 유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지갑 비트스트림 소유자의 요청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이전트는 사용자와 요청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주고받는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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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요청하여 생성한 지갑 비트스트림에는 사용자와 관련된 어떤 정보

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는 최초로 이 지갑 비트스트림을 FPGA

에 설치한 뒤, 자신의 요청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인증용 키를

FPGA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사용자가 인증용 키를 암

호화하여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FPGA 개인 키로 이를 복호화하고 사용

자 스토리지에 인증용 키를 저장한다. 이후, 사용자와 FPGA 간의 모든

통신은 인증 키를 통해 암호화/복호화 되어 수행된다. 인증 키로 암호화

된 요청 메시지만 지갑 내부의 사용자 스토리지에 저장된 인증 키로 복

호화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지갑 비트스트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용

자의 요청은 무시된다.

3. 부분 재구성

[그림 3-4] 부분 재구성

사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종료하면 자신의 지갑 비트스트림이 안전하

게 FPGA에서 제거되고 다른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이 설치되어야

한다. FPGA는 FPGA가 부팅될 때 비트스트림이 로딩되는 정적 영역

(static region)과 동작 중에 일부 기능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재구성

영역(partial reconfiguration region)으로 나뉜다. 정적 영역에는 에이전

트가 설치되어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을 관리하고 부분 재구성 영역

에는 복호화된 사용자의 지갑이 설치되고 사용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끝

날 때마다 다른 지갑으로 교체된다. 사용자가 FPGA로 거래 종료 메시

지를 보내면 PR 컨트롤러는 지갑을 부분 재구성 영역에서 클리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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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갑 비트스트림을 받아서 부분 재구성 영역에 로딩한다.

부분 재구성은 이 기능 외에도 FPGA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

분 재구성 영역에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를 지원하는 지갑 비트스트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을 여러 암호화폐 지

갑으로 나눠서 생성하고 사용자가 원할 시 부분 재구성을 통해 실시간으

로 암호화폐 지갑을 교체함으로써 FPGA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3 절 FPGA 기반의 핫 월렛 사용

FPGA 기반의 핫 월렛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지갑 제조사에 지갑

비트스트림을 요청한다. 지갑 제조사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지원하는 지갑 비트스트림으로 생성하고 구동할 FPGA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지갑 비트스트림과 FPGA 공개 키를 사용자에게 전달

한다. 사용자가 지갑 비트스트림을 FPGA와 연결된 서버로 전송하면 지

갑 비트스트림은 FPGA 카드 내부에서 복호화되어 설치된다. 지갑 비트

스트림을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 지갑에는 사용자 정보와 암호화폐의 키

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인증 키와 암호화폐 거래용 개인 키를 생성할

시드(seed)를 FPGA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렇게 전송

된 데이터들은 FPGA 내부에서 FPGA 개인 키로 복호화되고 시드는 지

갑 내부에서 사용자의 각 암호화폐 공개 키, 개인 키, 주소 등 거래에 필

요한 정보들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생성된 키들은 인증용 키와 함께

지갑 내부의 사용자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사용자 정보의 저장이 완료되

면 사용자는 암호화폐 거래 요청 메시지를 자신의 인증 키로 암호화하여

FPGA로 전송하면 이는 FPGA 내부에서 복호화되고 거래 서명이 생성

된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마친 사용자가 거래 종료 메시지를 보내면

FPGA 내부에서 사용자의 지갑이 파기되고 업데이트된 비트스트림이

FPGA 내부에서 암호화되어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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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현 상세

이 장에서는 FPGA 내 정적 영역의 에이전트와 부분 재구성 영역의

지갑 구현을 자세하게 다룬다.

[그림 4-1] 에이전트 및 지갑 구성도

제 1 절 에이전트 및 지갑

FPGA가 부팅될 때, FPGA 내의 정적 영역에 로딩되는 에이전트는

FPGA 외부와 통신, 사용자의 비트스트림을 관리, 암호화/복호화, 원격

검증 등을 처리하는 여러 하드웨어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4-1]이 에이

전트 및 지갑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서버와 FPGA 간의 데이터 전송은

PCIe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PCIe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이전트

로 들어오거나 FPGA 외부로 나가는 데이터들은 FIFO에 저장된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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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FPGA로 들어와 FIFO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암호화된 비

트스트림 혹은 사용자의 암호화된 요청 메시지이고 각각 비대칭키, 대칭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이다. 이를 복호화하기 위해 암호화/복호화 모듈은

타원 곡선 기반의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인 ECIES(Elliptic Curve

Integrated Encryption Scheme)와 대칭키를 활용한 암호화 방식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지원한다. ECIES를 수행하는

암호화/복호화 모듈은 덧셈, 더블, 모듈로 등 타원 곡선 기본 연산을 수

행하기 위한 모듈과 키 생성 및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한 KDF(Key

Derivation Function),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으로 구성된

다.

FIFO에 저장된 데이터는 에이전트 내부 컨트롤러의 현재 상태에 따라

처리된다.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이 부분 재구성 영역에 설치되지 않

았을 때, FPGA 공개 키로 암호화된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이 FIFO

에 저장되면 ECIES를 수행하는 암호화/복호화 모듈은 FPGA 개인 키

ROM에 저장된 FPGA 개인 키를 읽고 복호화를 시작한다. ECIES 암호

화/복호화 모듈에 의해 복호화된 지갑 비트스트림은 업데이트 이후 상태

정보 관리 모듈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고 PR 컨트롤러를 통해 부분 재구

성 영역으로 로딩되어 지갑으로 설치된다. 최초로 생성된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에는 사용자 인증 키, 암호화폐 거래 키 등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최초로 FPGA에 지갑 비트스트림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자 인증 키와 암호화폐 거래 키를 생성할 시드를

FPGA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FPGA로 전송해야 한다. 암호화된 지갑 비

트스트림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도 ECIES 암호화/복호화 모듈에 의해 복

호화되어 사용자의 지갑으로 전달된다. 부분 재구성 영역 내의 사용자

지갑은 에이전트로부터 시드를 받으면 키 생성 모듈을 통해 암호화폐 개

인 키, 공개 키를 생성하고 사용자 인증 키와 함께 지갑 내부의 사용자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이때, 지갑 비트스트림이 최초로 설치된 후 일정

시간내로 시드와 인증키가 전송되지 않는다면 에이전트는 사용자 지갑을

부분 재구성 영역에서 제거하고 다른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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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부분 재구성 영역에 지갑 설치와 사용자 스토리지에 키 저장이 완료되

면 AES를 수행하는 암호화/복호화 모듈이 FIFO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

호화하고 에이전트 내 컨트롤러는 복호화된 요청 메시지를 처리한다. 컨

트롤러는 지갑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갑 내부의 사용자 스토리지에 저장

된 사용자 인증 키를 읽고 AES 모듈에게 키와 FIFO에 저장된 데이터를

넘겨준다. 그러면 AES 암호화/복호화 모듈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인증

키로 복호화한다. 복호화된 요청 메시지는 사용자 인증 키로 정상적으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모듈로 전달되고

올바른 인증 키로 암호화되지 않은 요청 메시지는 처리되지 않는다. 올

바른 인증 키로 암호화된 요청 메시지라면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각

모듈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이 지정된 FPGA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격 검증을 요청했다면

원격 검증 모듈은 FPGA 개인 키를 사용하여 ECDSA(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을 기반으로 서명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는 FPGA 공개 키로 검증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도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요청을 통해 수행된다. 사용자가 암호화폐의

거래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면 메시지는 지갑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지갑 내의 거래 생성 모듈로 전달되고 거래 생성 모듈은 요청 메시지로

서명을 생성한다. 이 서명은 다시 에이전트로 전달되고 에이전트의 PCIe

인터페이스를 통해 FPGA 외부로 전송된다. 사용자가 모든 거래를 끝내

고 거래 종료 메시지를 보내면 사용자 인증 후 상태 정보 관리 모듈이

내부 메모리에 저장했던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을 사용자 인증 키와

각종 암호화폐 키를 포함하는 비트스트림으로 업데이트한다. 이후, 업데

이트된 비트스트림은 ECIES를 수행하는 암호화 모듈에서 암호화되어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이와 동시에 에이전트는 부분 재구성 영역에서 사

용자의 지갑을 제거하고 다른 사용자의 지갑 비트스트림의 전송을 기다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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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제 1 절 하드웨어 자원 사용

실험을 위해 Xilinx Virtex Ultrascale+ FPGA VCU118 보드를 사용하

였다. 이 보드는 서버와 연결하기 위한 PCIe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런

타임에 비트스트림을 전송하여 수정이 필요한 로직의 블록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 재구성을 지원한다. FPGA 내의 정적 영역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는 verilog로 프로그래밍 하였고 에이전트 내부의 암호화/복호

화 모듈에서 사용되는 SHA-256, AES-128 모듈은 오픈 소스 verilog 코

드[11, 12]를 사용하였다. FPGA 내의 부분 재구성 영역에 설치되는 지

갑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지원

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13]를

FPGA에서 동작시키기 위해 verilog로 변환하고 비트스트림으로 생성하

였다. [표 5-1]은 FPGA 기반의 핫 월렛의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을 보여

준다.

[표 5-1]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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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안전한 암호화폐 관리를 위해 FPGA 기반의 핫 월렛을 제

시했다. 사용자의 암호화폐 지갑은 암호화된 비트스트림으로 생성되고

FPGA 내의 에이전트에 의해 지정된 FPGA 카드에서만 복호화되어 암

호화폐 지갑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FPGA 카드는 PCIe 인터페이스

를 통해 서버와 연결되고 FPGA 내부에서 키 생성, 암호화폐 거래 등

주요 연산들이 수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암호화폐

를 거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원격 검증, 사용자 인증, 부분 재구성이 사용된다.

실험을 위해 FPGA 정적 영역 내에서 사용자의 암호화폐 지갑을 관리

하는 에이전트는 verilog로 구현했고, 비트스트림 전송을 통해 부분 재구

성 영역에 설치되는 암호화폐 지갑은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지원하는 비트스트림으로 생성했다. 실험을 통해 하드

웨어 자원 사용량과 암호화폐 지갑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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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PGA-based Hot Wallet for

Secure Cryptocurrency

Management

Park Junmo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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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ecure management of cryptocurrency becomes important as

transactions of cryptocurrency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become

active. Generally, a software-based hot wallet is convenient because

it can transaction cryptocurrency anywhere connected to the Internet,

but is not secure because private keys are stored on the server. Cold

wallet, on the other hand, is safe because the private key is kept

inside the hardware and does not come out. However, users have to

manage and carry their wallet to make transactions so there are

inconvenience and risk of loss or damage.

In this paper, we present an FPGA-based hot wallet that combines

the security of a cold wallet with the convenience of a hot wallet. An

FPGA-based hot wallet is a system that connects an FPGA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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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ing a private key for identifying the FPGA to a server and a

remote user sends their wallet bitstream to the FPGA to install their

wallets within the FPGA. Therefore, the user can transaction the

cryptocurrency online, and the operations using the private key are

secure because they are performed inside the FPGA, which is isolated

from the hardware of the server system. Unlike traditional hardware

wallets that are vulnerable to loss or damage, the wallet is an

encrypted bitstream and can be easily recovered if lost or damaged.

keywords : Bitcoin, Ethereum, Cryptocurrency, Blockchain,

Wallet,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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