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하드웨어 기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성능과 견고성 극대화

세상은 갈수록 연결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IoT 

혁신은 사용자가 연결된 사물과 설치된 인프라 

기반을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과거에

는 보안이 전자 지불 시스템 같은 전문적 애플리케이션

만의 문제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능형 전력망, 프

로세스 제어, 빌딩 자동화 같은 모든 다양한 애플리케

이션들로 보안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해커들은 더욱 더 정교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IoT 디바이스를 

뚫을 수 있는 진화된 공격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그러

므로 디바이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교한 공격을 막아낼 견고한 보안을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BOM 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에 들어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Maxim의 보

안 전문성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Maxim의 보안 역사

Maxim은 ‘IoT’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IoT 시장으로 보안을 제공하여 왔다. Maxim은 최초의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개발하였으며, 지난 30년 동

안 디지털 보안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Maxim의 

POS(point-of-sale) 단말기 제품은 데이터의 기밀성

과 무결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회사의 핵심적인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Maxim은 미

래의 보안 요구를 충족하는 포괄적인 유형의 보안 마이

크로컨트롤러 및 보안 인증 IC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그림 1).

임베디드 시스템 보안과 관련해서 경험을 축적해온 

회사로서 Maxim은 IC만으로는 디자이너들이 당면한 모

든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

므로 실리콘과 함께, 제품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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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의 POS(point-of-sale) 단말기 제품은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회사의 핵심적인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Maxim은 미래의 보안 요구를 충족하는 포괄적인 유형의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보안 인증 IC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자료제공/MAXIM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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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eepCover 보안의 기술적 토대



양한 레퍼런스 디자인, 드라이버, 미들웨어, 통신 스택,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 차원의 접근법은 또한 

더 높은 보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공장에서 보안적인 

프로그래밍과 안전한 키 관리는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서 고객들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다.

임베디드 보안 용의 DeepCover 솔루션

임베디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위변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IP 역 엔지니어링

 멀웨어 주입, 펌웨어 교체

 데이터 가로채기

 신원 도용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

 허가되지 않은 재사용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디바이스 인증, 

보안 부트, 암호화 같은 기능들을 필요로 한다. Deep-

Cover 보안 인증 IC와 DeepCover 보안 마이크로컨트

롤러 제품은 바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합함으로써 사용

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IP 보호, 보안 다운로드, 보

안 통신은 IoT 노드 보안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

는 것들이다. 표 1은 DeepCover 솔루션이 이러한 주요 

IoT 요구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보여준다.

DeepCover 보안 인증 제품

보안 인증 IC 제품은 고정 기능 암호화 연산과 보안 

키 저장 같은 핵심적 기능들과 그 외에 보안 다운로드/

부트 프로세싱, 최종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비휘발성 보호 메모리, 보안 GPIO, 감소형 카운터, 세

션 키 생성, 참 난수 생성,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

화 R/W 같은 부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들 제품

은 암호화 견고성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다이 레벨 보

안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첨단 물리 보호 기능을 포함한

다. 혁신적인 1-WireⓇ 인터페이스를 고안한 회사로서 

Maxim은 프린터 카트리지, 의료용 일회용품, 배터리 

팩 같은 비전통적인 폼팩터로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개발에 있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보안 인증 애플리케이션

Maxim의 보안 인증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요구

 제품 품질/안전성

 위변조 방지

 보안 다운로드/부트

 사용/기능 제어

 IoT 디바이스 무결성/인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기능

 양방향 인증

 보안적인 시스템 데이터 저장

 보안적인 사용 집계

 시스템 세션 키 생성

 보안 메모리 설정

 보안 G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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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디바이스 인증 x

사용 제어/기능 활성화 x

보안 부트/다운로드 x

신뢰점(root of trust) x

IP 보호

하드웨어 및 
펌웨어 복제 방지

x

펌웨어 암호화 x

보안 통신

인증서 배포 및 검증 x

패킷 암호화 x

TLS 완벽 지원 x

스몰 메시지 암호화 x

표 1. DeepCover 보안 솔루션을 사용한 IoT 보안 요구 충족



 난수 생성

 IoT 디바이스 무결성/인증

ECDSA 인증 제품

DS28C36과 DS2476은 둘이 결합해서 컴팩트한 저

비용 솔루션으로 핵심적인 비대칭 키 및 대칭 키 암호화 

툴을 제공한다. 비대칭 공용 키 기능은 FIPS 186 P256 

기반 타원 곡선(ECC)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대칭 비밀 

키는 FIPS 180/198 SHA-256 HMAC을 지원한다. 이

들 디바이스 제품은 동적인 구성과 공용 키 대 비밀 키 

기능 사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뛰어나다. 애플리케이션 

활용 사례로는 양방향 인증, 시스템 데이터의 보안적인 

저장(시스템 암호화 키 등), 시스템 상의 중요한 데이터

에 대한 보안 검증, 보안 부트, 보안적인 사용 제어를 들 

수 있다. 또한 2개 GPIO 핀을 제공하므로 선택적으로 

보안 상태 제어와 레벨 센싱을 할 수 있다.

DS2476은 호스트 시스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ECC 

알고리즘을 처리하기에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거나 

ECDSA 비밀 키 또는 SHA-256 시스템 비밀 키를 저장

하기 위한 보안 스토리지를 포함하지 않을 때 DS28C36

과 짝을 이루어서 코프로세서로 사용할 수 있다.

DS28E35와 DS2475는 DS28C36의 모든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용으로 축소된 기능

의 ECDSA 인증 솔루션을 제공한다. 표 2는 Maxim의 

DeepCover ECDSA 인증 제품 및 이와 짝을 이루는 코

프로세서 제품을 보여준다.

SHA-256 인증 제품

DS28E15/DS28E22/DS28E25 제품군은 1-Wire 인

터페이스를 포함하며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사용자 메

모리 크기와 동작 전압을 제공한다. DS2465는 1-Wire 

라인 드라이버를 통합한 코프로세서 제품으로서, 시스

템 SHA-256 키를 저장할 수 있는 보안 스토리지를 제

공한다. 모든 디바이스 제품이 FIPS 180 기반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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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eepCover ECDSA 인증 디바이스

표 3. DeepCover SHA-256 인증 제품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DS28C22

는 I2C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SHA-256 기능을 제공한다.

MAX66240/MAX66242는 

SHA-256 양방향 인증 기능의 

NFC/RFID 트랜스폰더 제품입니

다. MAX66242는 추가적으로 선

택적인 RF 에너지 포집, I2C 인터

페이스(마스터나 슬레이브로 구

성 가능), 하나의 GPIO 핀을 포

함한다. MAX66300은 호스트 시

스템 NFC 트랜시버이자 트랜스

폰더에 대한 SHA-256 코프로

세서로서 SHA-256 시스템 키

를 저장할 수 있는 보안 스토리

지를 제공한다. 표 3은 Maxim의 

DeepCover SHA-256 인증 IC, 

코프로세서, 트랜시버, 리스폰더 

제품을 보여준다.

1-Wire 인터페이스

Maxim의 1-Wire 인터페이스는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분야들로 보안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범용적이

고,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커넥트 기법을 제공

한다. 특히 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브어셈블리로 접점이 

제한적일 때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IoT 노드 이외에도, 

의료용 센서와 툴, 플러그형 모듈, 산업용 컨트롤러, 프

린터 카트리지 인증, 범용 IP 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림 2는 1-Wire를 사용해서 가능한 최종 애플리케이션

들을 보여준다.

1-Wire 제품의 특징:

 단일 접점만으로 제어하고 동작하기에 충분

 1-Wire 버스로부터 전력 인출(‘기생 전력’)

 각기 디바이스로 고유의 ID 공장 프로그래밍

 멀티드롭 가능: 단일 라인으로 다중의 디바이스 지원

 뛰어난 ESD 성능, 8kV HBM

보안 인증을 위한 공장 키 관리 서비스

독일의 암호학자인 아우후스트 케르크호프스

(Auguste Kerckhoffs)가 1883년에 다음과 같이 말한 

암호화 원칙은 오늘날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암호 시스템이 안전하려면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은 알려지더라도 키는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안 인증을 사용

하는 OEM들은 최종 고객에게 장비를 인도하기 앞서서 

키를 프로그램하고 유통 사슬 중의 어느 지점에서도 키

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

족하도록 Maxim은 제품 출하에 앞서 키, 인증서, 애플

리케이션 데이터를 보안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키 관

리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데이터

를 공장으로 보안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고객 컴퓨터

에서 생산 환경으로 디바이스 설정을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한다. 그러므로 제조 공정에서나 유통 사슬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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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Wire를 사용해서 가능한 보안 인증 애플리케이션

그림 3. MAXREFDES155 레퍼런스 디자인



단계에서나 비밀 키와 공용 키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보안 인증 평가 키트

표 4는 각기 보안 인증 디바이스에 대한 평가 키트를 

보여준다.

보안 멀티 디바이스 프로그래머

공장, OEM, 유통판매 업체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서

비스는 양산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때나 소량 생산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

안을 필요로 한다. DS9488-GP8 다중 디바이스 프로그

래밍 시스템은 Maxim의 다양한 1-WireⓇ 및 I2C 인터

페이스 제품으로 키, 데이터, 디바이스 구성 설정을 보

안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암

호화된 프로그래밍 파일을 한 프로그래머에서 다른 프

로그래머에게로 보안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한 장

소에서 개발을 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디바이스 패키지로 소켓 어댑터

를 제공한다.

DeepCover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1990년대에 Maxim은 최초의 보안 마이크로컨트롤

러로서 DS5200을 내놓았다. 이후로 Maxim은 계속해

서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서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

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임베디드 보안 용의 

DeepCover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Maxim은 누구보다 앞서서 동적 무단조작(Active 

Tamper) 대응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무단조작 시도가 감지되었을 때 즉시 디바이스의 키와 

기밀 데이터를 소거한다. 그럼으로써 FIPS 140-2 레벨 

3 또는 4의 보안 수준을 달성한다.

동적 무단조작 대응 기술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터

리를 필요로 한다. 배터리를 포함시킬 수 없는 최종 제

품 및 애플리케이션 용으로 Maxim은 DeepCover 보

안 암호화 컨트롤러 MAXQ1061을 제공한다. 이 제품

은 무단조작 방지 EEPROM을 사용하며 그러므로 배터

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그림 4). 표 5는 임베디드 보

안 애플리케이션 용으로 DeepCover 보안 마이크로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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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안 인증 평가 키트

비고: DS2465와 DS24L65에 대한 평가 키트로는 DS28E15/DS28C22/DS28E25와 DS28EL15/DS28EL22/DS28EL25를 포함한다.

그림 4. MAXQ1061



트롤러 제품을 보여준다.

MAXQ1061: DeepCover 보안 암호화 컨트롤러

MAXQ1061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IP, 통신, 수익 

모델의 비밀성, 정식성,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제

품은 IoT 노드, 커넥티드 임베디드 디바이스, 산업용 네

트워킹, PLC,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포괄적인 암호화 툴박스를 제공하므로 SSL/

TLS/DTLS을 충족하는 키 생성 및 저장을 할 수 있다.

MAXQ1061은 암호화, ECDSA 디지털 서명 연산, 

검증을 처리한다. 또한 외부 범용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보안 부트로더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제품의 특징:

  첨단 암호화 툴박스를 사용해서 극히 보안적인 키 

저장

 인증서 배포 용이

  다수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SSL/TLS/DTLS 구현 

간소화

  다중의 통신 인터페이스 옵션을 제공하므로 호스

트 프로세서로 편리하게 연결

  포괄적인 호스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제공

  포괄적인 호스트/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유

연성 향상 및 시스템 비용 절감

 벌크 암호화 용의 고속 AES 엔진

 펌웨어 개발 불필요

금융 거래 용의 DeepCover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소비자들의 지불 습관이 변화하고 있다. 칩 카드가 마

그네틱 띠 카드를 대체하고 있으며, 스마트카드나 스마

트폰을 사용해서 비접촉 지불이 가능해졌으며, 모바일 

POS 단말기를 사용해서 소규모 가게에서나 홈 서비스로

도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카운터용 POS 시스템

은 태블릿과 같은 폼팩터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으로 표

준이나 지불 방식들은 더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높은 유연성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거래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금융 거래 시스템 디자이

너들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Maxim은 바로 이 분야에

서 전문성을 축적한 회사로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을 제공한다.

그러한 예로서 MAX32560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그림 5)는 EMV 인증 비접촉 리더 인터페이스를 통합

함으로써 PCI-PTS 보안 및 비접촉 지불을 지원하는 최

초의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되었다.

제품의 특징:

 동적 무단조작 대응

 하드웨어 암호화 가속화기

 금융 거래 용의 전용적인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 EMV 인증 스마트카드 PHY

- 마그네틱 띠 카드 리더

- EMV 비접촉

 내부적 보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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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임베디드 보안 용의 DeepCover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



 외부적 무단조작 감지를 위한 첨단 센서

Maxim의 전문성은 실리콘에 그치지 않는다. 첨단 

보안 기능을 통합한 다양한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제

품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툴들을 지원한다:

 EMV 소프트웨어 스택

 PCI-PTS 평가 보고서

 암호화 라이브러리

  MAX32590에 대해서 포괄적인 리눅

스 BSP 및 PCI-PTS 호환 리눅스 코드 

제공

 PCI-PTS 및 EMV 인증 지원

ARM 기반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Maxim의 ARMⓇ 기반 보안 마이크로컨

트롤러(그림 6)는 POS 또는 모바일 POS 

시스템, 핀 패드, 암호화 핀 패드 같은 애

플리케이션에서 메인 프로세서나 코프로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제품은 툴, 라이브러리, 운영체제를 포괄적으

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첨단 

보안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빠르게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첫 회에 성공적으로 승인을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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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금융 거래 애플리케이션 용의 DeepCover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그림 5. MAX32560 블록 다이어그램



다. 표 6은 금융 거래 

애플리케이션용의 

DeepCover 보안 마

이크로컨트롤러 제

품을 보여준다.

마그네틱 헤드 용의 

보안 마이크로컨트

롤러

PIN 트랜잭션 보

안(PCI-PTS) 표준은 

카드 소유자 데이터에 대해서 갈수록 더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므로 금융 단말기로 교환되는 마그네틱 카드 데

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Maxim은 

3트랙의 마그네틱 띠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인코딩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전송하기 앞서 암호화를 하

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그림 7)을 제공한다. 그러므

로 비용이 많이 드는 물리적 보호를 구현하지 않아도 된

다. 표 7과 그림 8은 마그네틱 헤드 애플리케이션 용으

로 설계된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보여준다.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툴셋

Maxim의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개발 보드는 모든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스마트카드 커넥터, 마

그네틱 띠 헤드, 키보드, 디스플레이 같은 모든 주요 지

불 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Maxim의 ARM 기반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개발 툴은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IDE, 컴파일러, 디

버거를 지원한다. ARM 코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발 시간

을 단축하고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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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AX32560 평가 키트 그림 7. MAXQ1744 평가 보드

표 7. 마그네틱 헤드 애플리케이션 용의 DeepCover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그림 8. MAXQ1741/MAXQ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