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전력 분석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 관리 회로 기술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

전력 공급 회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 분석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보안 전력 공급 회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 종래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회로(power supply IC)는 단순히 칩들에 일
정한 전압 및/또는 전류를 제공하여 전력을 제공하였다. 암호화를 수행하는 칩 혹
은 암호화 모듈의 설계자는 전력 분석 공격에 대한 방어 회로를 설계하여 칩에 배
치하여야 했다. 결과적으로 방어 회로를 더 형성함에 따라 칩의 면적과 소모 전력
이 증가하여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⑥ 특허 정보
연구자명

최병덕 교수님

▶ 보안 전력 공급 회로가 제공하는 전압 및 전류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랜덤한 리

보유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플이 삽입되므로 칩이 소모하는 전력을 추적하여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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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추적하는 형태의 전력 분석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공된다.
기타정보
√ 보안 전력 공급 회로에서 랜덤하게 크기가 변화하는 바이어스 전류가 제공된다.

⑦ 연구자 주요 경력

이로부터, 암호화 키의 데이터에 따른 전력 소모의 변화를 은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010 ~ 현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부교수

√ 또한, 보안 전력 공급 회로를 통해 칩이 소모하는 전력을 추적하여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정보를 역추적하는 형태의 전력 분석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담당자명

조성훈 변리사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5 ~ 2010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
√ 2002 ~ 2005 LG전자 System IC R&D 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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