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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IGHT (HIght security and light weighHT) 암호는 기밀성을 요구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에서 개발된 저전력 경량화 64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은 키스케쥴러에 사용되는 LFSR 및 역 LFSR의 4

개의 병렬 출력을 허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각 라운드 연산에 필요한 4개의 서브키를 동일 클럭 사이

클에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전체 HIGHT 암호 프로세서가 단일 시스템 클럭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

VHDL을 이용하여 회로를 합성한 후, 검증한 결과 제안된 키 스케쥴러의 회로 크기는 기존 키 스케쥴러에 비해 9% 감

소되었다.

Design of an HIGHT Processor Employing LFSR Architecture Allowing

Parallel Outputs

Je-Hoon Lee* · Sang-Choon Kim*

ABSTRACT

HIGHT is an 64-bit block cipher, which is suitable for low power and ultra-light implementation that are used in

the network that needs the consideration of security aspects. This paper presents a key scheduler that employs the

presented LFSR and reverse LFSR that can generate four outputs simultaneously. In addition, we construct new

key scheduler that generates 4 subkey bytes at a clock since each round block requires 4 subkey bytes at a time.

Thus, the entire HIGHT processor can be controlled by single system clock with regular control mechanism. We

synthesize the HIGHT processor using the VHDL. From the synthesis results, the logic size of the presented key

scheduler can be reduced as 9% compared to the counterpart that is employed in the conventional HIGHT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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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센서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여러

정보를 추출, 가공 및 종합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을 창출하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어플리케이

션 활용시 전송되는 정보의 기밀성이 점차 중요해지

고 있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상의 메시지 전송시

대칭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전송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고 있다. 현재 ZigBee 무선 네트워크 표준에서는

대칭키 알고리즘인 AES를 메시지 전송을 위한 암호

화 알고리즘으로 권장하고 있고, 센서 노드들은 하드

웨어 암호화 모듈을 내장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에 암호화를 수행하고, 수신 노드들은 메시지 수신 후

복호화를 수행하여 평문을 복원한다 [1-5].

HIGHT 암호는 RFID 혹은 센서 네트워크등과 같

이 낮은 가격, 저전력, 경량화가 요구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6

4-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 [6-7]. 기존 AES에

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경우 처리 속

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복잡도가 적다는 장점을 갖는

다. HIGHT 암호 알고리즘은 이미 2010년 ISO/IEC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나,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활

용 빈도가 적고, DES 혹은 AES 와 같은 표준 암호들

에 비해 최적화 및 성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HIGHT가 비록 저전력 및 경량화를 위한 암호 알

고리즘이나, 최근 센서네트워크 구성이 점차 복잡해지

고, 센서 노드들간의 데이터 송수신 빈도도 증가함에

따라, 전송할 데이터의 암호화와 수신한 데이터의 복

호화를 병렬로 처리하여 센서 노드의 데이터 전송 효

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키스케쥴러가 암

호화 및 복호화시 LFSR 및 역 LFSR의 병렬 출력을

허용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채택한 새로운 키스

케쥴러 회로를 구현한 후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2. HIGHT 암호 알고리즘

HIGHT 암호는 128비트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64비트 평문을 암호화한다. 또한, 암호문을 반대로 복

호화하여 평문을 복원한다. 하드웨어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8비트 단위의 XOR, 모듈러 덧셈 및 순환 이동

을 주요 연산으로 수행한다.

그림 1은 HIGHT 암호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동작

구조를 나타낸다. 128비트 마스터 키는 16개의 바이트

로 나뉘어 키스케쥴러를 통해 WK0부터 WK7까지 8

개의 화이트닝키와 SK0부터 SK127까지 128개의 서브

키를 생성한다. 생성된 키는 각각 초기변환 (intial

transform), 최종변환 (final transform), 그리고 32번

의 라운드 (Roundi) 연산에 이용된다. 초기변환과 32

번의 반복적인 라운드 연산 그리고 최종 변환을 한

후 평문은 암호문으로 암호화되고, 복호화는 이와 반

대로 수행함으로써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원한다. 즉,

암호문이 입력되면, 최종변환, 반복적인 32번의 라운

드 연산, 그리고 초기변환순으로 연산하고, 이 때 키

스케쥴러는 암호화의 역순으로 키를 생성한다.

(그림 1) HIGHT 암호 알고리즘의 전체 구조

HIGHT 암호 알고리즘의 키 스케쥴은 128비트 마

스터키를 MK0부터 MK15의 16개의 바이트와 7비트

LFSR (left feedback shift register)의 출력, δi을 이용

하여 연산하며, 초기변환과 최종변환에 사용되는 화이

트닝키와 반복적인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는 서브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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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생성한다.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반복적인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는 SK0부터 SK127까지 128개의 서브키들은 그

림 2에 나타낸 LFSR 출력 δi와 해당 마스터키 바이트

들을 모듈러 덧셈 연산하여 출력된다. 키스케쥴러에

포함된 7비트 LFSR의 연결 다항식은 x7+x3+1이며,

이 다항식을 이용하여, LFSR은 127개의 주기를 갖는

수열을 출력한다. 따라서, 128번째 출력은 첫 번째 출

력과 동일하다. LFSR의 초기 내부 상태 값, δ0은 (S6,

S5, S4, S3, S2, S1, S0)으로 표현되고, (1, 0, 1, 1, 0, 1,

0)으로 세트된다. 따라서, i가 0에서 127까지 변화하는

동안 δi는 식 (2)와 같이 변화한다.

Si+6← Si+2 xor Si-1 (2)

따라서, i번째 클럭이 인가된 후 LFSR의 출력, δi는

(Si+6, Si+5, Si+4, Si+3, Si+2, Si+1, Si)와 같이 표현된다. 일

반적으로, i번째 클럭에 하나의 δi를 출력하는 LFSR

회로는 그림 2와 같이 구현된다.

HIGHT 암호의 서브키 생성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이 표현된다. 한 클럭에 총 16개의 서브키 바이트가

생성되고, 이를 위해서는 16개의 연속적인 LFSR 출

력과 16개의 마스터키 바이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그림 4에 나타낸 것처럼 키스케쥴러의 서브키 생

성회로를 구성한다. 따라서, 서브키 생성회로는 8회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1회 16개씩, 총 8회 128개의 서

브키를 출력함으로써, 32번의 반복적인 라운드 연산에

필요한 서브키를 생성한다.

따라서, 서브키 생성을 위한 키스케쥴 회로는 일반

적으로 그림 4와 같이 구성한다. LFSR 회로에 16번

클럭이 인가되면, 16개의 LFSR 출력 δi가 획득된다.

그 후, 해당 마스터키 바이트와 δi를 각각 모듈러 덧

셈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

는 서브키가 된다.

(그림 2) 일반 LFSR 회로

SubKeyGeneration(MK, SK) {
Run ConstantGeneration
For i=0 to 7 {
For j=0 to 7 {
SK16i+j← MKi-imod8⊞ δ16i+j; }
For j=0 to 7 {
SK16i+j+8← MK(j-imod8)+8⊞ δ16i+j+8; }
}

}

(그림 3) 서브키 생성 알고리즘

(그림 4) 암호화 회로를 위한 서브키 생성 회로

암호화를 위한 초기변환, 32번의 반복적인 라운드,

그리고 최종변환의 경우 각각 하나의 클럭 사이클에

맞춰 연산된다. 따라서, 하나의 매 클럭 사이클마다 4

개의 화이트닝키 혹은 서브키 바이트가 필요하다. 그

러나,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경우 회로 구성

의 편리함을 위해 16개 바이트의 서브키를 동시에 생

성하는 회로 구조를 채택하였다. 또한, 그림 4에 나타

낸 것처럼 하나의 서브키 바이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는 4개의 연속적인 LFSR 출력과 4개의 마스터키 바

이트가 모듈러 덧셈을 연산한다. 그러나, 그림 2에 나

타난 구조를 갖는 LFSR의 경우 4개의 연속적인

LFSR 출력을 얻기 위해 4번의 클럭 사이클이 요구된

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매

클럭 사이클마다 4개의 연속적인 LFSR 출력을 생성

하는 병렬 출력 LFSR 구조를 제안하고, 키스케줄러

의 제어 구조 역시 매 클럭 4개의 서브키 바이트를

생성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LFSR 및 서브

키 생성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매 클럭 라운드 연산에

필요한 키만을 생성토록 함으로써, 전체 HIGHT 동작

및 제어를 균일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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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회로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경량화를 요

구하는 RFID등과 같은 센서 네트워크에 더욱 적합하

다.

3. 제안된 키스케쥴러 회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스케쥴러는 매 클럭마다 4

개의 서브키를 생성하여 라운드 연산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전체적인 동

작을 균일한 클럭 사이클로 제어하도록 하고, 키스케

쥴러의 회로 크기를 줄였다.

3.1 병렬 출력을 갖는 LFSR 알고리즘 및 회

로 구성

본 논문에서는 매 클럭마다 하나의 LFSR 출력을

생성하는 기존 구조 대신에 동시에 4개의 LFSR 출력

을 병렬로 생성하는 LFSR 구조를 제안한다. 따라서,

기존 HIGHT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LFSR의 경

우 i번째 클럭마다 δi를 출력하고 128번째 출력까지

128개의 클럭이 필요하다. 반면에, 제안된 구조는 i번

째 클럭마다 δ4(i-1)+1, δ4(i-1)+2, δ4(i-1)+3, δ4(i-1)+4 (i=1, 2, ...,

32) 같이 4개의 7비트 LFSR 출력을 생성한다. 기존

128개의 LFSR 출력을 32번의 클럭 사이클동안 생성

하며, 4개의 7비트 LFSR 출력을 이용하여 매 클럭마

다 반복적인 라운드 연산을 위한 4개의 서브키를 생

성한다.

일반적으로, 식 (2)에 나타낸 것처럼 연결 다항식이

x7+x3+1인 LFSR은 127개의 주기를 갖는 7비트 δi를

연속적으로 출력한다. 키스케쥴러가 초기화되면,

LFSR의 초기 내부 상태 값, δ0은 (S6, S5, S4, S3, S2,

S1, S0)으로 표현되고, (1, 0, 1, 1, 0, 1, 0)으로 세트된

다. 클럭 사이클, i가 1에서 4로 변화하는 동안 연속적

으로 4개의 LFSR 출력을 생성한다.

일례로, δ1은 식 (2)의 관계식을 통해 (S3⊕S0, S6,

S5, S4, S3, S2, S1)로, δ2는 (S4⊕S1, S3⊕S0, S6, S5, S4,

S3, S2)가 된다. δ3와 δ4은 각각 (S5⊕S2, S4⊕S1, S3⊕

S0, S6, S5, S4, S3)와 (S6⊕S3, S5⊕S2, S4⊕S1, S3⊕S0,

S6, S5, S4)가 된다. 4개 출력의 결과식을 보면, 4번의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기위해 필요한 피연산자인 S0부

터 S6까지 모두 이전에 LFSR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병렬로 연산이 가능하다.

제안된 4-병렬 출력을 갖는 LFSR은 HIGHT 암호

표준에 따라 초기값으로 (1, 0, 1, 1, 0, 1, 0)으로 세트

되고, 이는 (S6, S5, S4, S3, S2, S1, S0)으로 표현된다.

클럭이 인가되면, 매 클럭마다 δ4(i-1)+1, δ4(i-1)+2, δ4(i-1)+3,

δ4(i-1)+4의 4개의 출력을 생성한다. 일례로, 첫 번째 클

럭, i=1인 경우, δ1, δ2, δ3, δ4를 동시에 출력하고, 두번

째 클럭, i=2인 경우, δ5, δ6, δ7, δ8을 동시에 출력하게

되며, 64바이트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해 총 32회 반복

실행된다. 또한, 매 클럭마다 출력된 4개의 값들 중에

서 다음 클럭 사이클의 연산을 위해 δ4(i-1)+4의 결과를

LFSR에 저장한다.

제안된 LFSR 구조에서, i번째 클럭 사이클에서

LFSR에 저장되는 값은 (S4i+6, S4i+5, S4i+4, S4i+3, S4i+2,

S4i+1, S4i)이 된다. i번째 클럭의 4개의 연속적인 출력,

δ4(i-1)+1, δ4(i-1)+2, δ4(i-1)+3, δ4(i-1)+4은 식 (3)부터 식 (6)까

지 나타낸 수식에 의해 값이 생성되고, 이를 출력한

다. 또한, 마지막 출력인 δ4(i-1)+4은 다음 클럭에서의

연산을 위해 LFSR에 회귀되어 저장된다.

   ⊕ 
  


(3)

   ⊕⊕
   


(4)

   ⊕⊕
⊕  
 

(5)

   ⊕⊕
⊕ ⊕
  

(6)

위에 제시된 수식을 통해 그림 5에 나타낸 것처럼

4개의 병렬 출력을 갖는 LFSR을 구성할 수 있다. 제

안된 LFSR 구조는 한 클럭에 동시에 4개의 연속된

LFSR 출력을 생성하고, 다음 연산을 위해 마지막 출

력을 LFSR에 저장한다. 이러한 연산을 32번 반복함

에 따라 총 128개의 출력을 생성하여 128개의 서브키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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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역 LFSR 알고리즘 및 회로 구성

HIGHT 복호화는 암호화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행된

다.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암호화에 사용된 초기변

환과 최종변환을 반대로 실행하며, 32번의 라운드 연

산도 암호화와 역순의 서브키를 통해 암호문을 평문

으로 복호화한다. 이와 같이 역순의 서브키를 생성하

기 위해서는 LFSR의 출력 역시 역순으로 출력해야

한다. 제안된 역 LFSR 구조는 제안된 LFSR 구조와

마찬가지로 4개의 출력을 병렬로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HIGHT 암호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역

LFSR의 경우, 초기값, δ'0은 LFSR의 127번째 출력,

δ127인 (S133, S132, S131, S130, S129, S128, S127)과 같이 표

현되고, LFSR의 초기값, δ0과 동일하게 (1, 0, 1, 1, 0,

1, 0)이 세트된다. 반면 LFSR과 반대로 쉬프트 연산

을 수행하며, i=1, 2, ... , 127에 대하여 δ'i는 식 (7)과

같이 생성된다.

S127-i← S129-i xor S133-i (7)

따라서, i번째 클럭이 인가된 후 역 LFSR의 출력, δ

'i는 (S133-i, S132-i, S131-i, S130-i, S129-i, S128-i, S127-i)와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i번째 클럭에 하나의 δ'i를 출력

하는 LFSR 회로는 그림 6과 같이 구현된다.

따라서, i번째 클럭이 인가된 후 역 LFSR의 출력, δ

'i는 (S133-i, S132-i, S131-i, S130-i, S129-i, S128-i, S127-i)와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i번째 클럭에 하나의 δ'i를 출력

하는 LFSR 회로는 그림 6과 같이 구현된다.

4개의 병렬 출력을 갖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

LFSR의 출력, δ‘i은 LFSR 출력, δi와 같이 127개의

주기를 갖는 대신 출력되는 7비트의 순서가 LFSR의

출력 순서와 역방향이 된다. 즉, δ'0은 LFSR 출력, δ

127과 동일하고 δ'1은 LFSR 출력, δ126과 같게 된다. 따

라서, 역 LFSR의 초기값, δ'0은 LFSR의 127번째 출

력, δ127인 (S133, S132, S131, S130, S129, S128, S127)과 같이

표현되고, LFSR의 초기값, δ0과 동일하게 (1, 0, 1, 1,

0, 1, 0)이 세트된다.

제안된 4-병렬 출력 갖는 역 LFSR 회로는 그림 7

과 같이 구성된다. 이는 기존 LFSR 회로의 연속적인

출력을 역순으로 출력할 수 있고, 연속된 4개의 출력

중 δ'4(-1)+4의 값을 다음 클럭에서의 반복 연산을 수행

하기 위해 역 LFSR에 로드한다.

따라서, 기존 하나의 7비트 출력만을 허용하는

LFSR 및 역 LFSR 구조에 비해 제안된 4-병렬

LFSR 및 역 LFSR 구조는 단지 3개씩의 XOR 게이

트만을 추가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 회로에

비해 소요되는 클럭의 수를 1/4로 감소시켜, 동작 속

도를 4배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회로 크기는 각각

3개의 XOR 게이트를 추가하여 하드웨어 복잡도 증가

를 최소화시켰다.

(그림 5) 제안된 4-병렬 출력을 갖는 LFS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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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나의 출력을 생성하는 역LFSR 구조

제안된 4-병렬 LFSR 및 4-병렬 역 LFSR을 이용

할 경우 하나의 클럭 사이클에 4개의 병렬 출력이 가

능하다. 이는 그림 4에 나타낸 서브키 생성회로에서

한 클럭에 4개의 서브키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림 8

와 같이 서브키 생성회로를 구하였다. 이 경우,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가 한 번에 16개의 서브키를

발생시키는 것과 달리 한 번에 4개의 서브키만을 발

생시킨다. 각 라운드 연산은 한 번에 4개의 서브키만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라운드 연산, 서브키 생성회

로, LFSR 및 역 LFSR 모두 동일한 클럭을 사용하여

전체 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림 8) 키스케쥴러 구조

(그림 7) 제안된 4 병렬 출력을 갖는 역 LFSR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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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및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암복호화 병렬 처리를 위한 키

스케쥴러의 알고리즘은 C언어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여 검증을 수행한 후, VHDL을 이용하여 하드

웨어 설계를 수행하였다. Altera사의 QuartusⅡ 툴을

이용하여 합성한 후, FPGA를 이용하여 성능을 검증

하였다.

첫 번째로,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서브키, SKi와

SK’i 생성을 위한 LFSR 및 역 LFSR의 동작 검증은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제안된 LFSR과 역 LFSR은 한

클럭에 4개의 출력들을 동시에 생성한다. 따라서, 암

호화에 사용되는 LFSR의 경우 첫 번째 출력은 ‘5a’로

이는 32번째 4번째 출력인 ‘5a’와 동일하다. 또한, 복

호화에 사용되는 역 LFSR의 경우 마찬가지로 ‘5a’가

첫 번째 클럭의 첫 출력과 32번째 클럭의 마지막 출

력이 된다. 이는 LFSR 및 역 LFSR 모두 127의 주기

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 LFSR의 출력, δ’i은

LFSR 출력, δi와 같이 127개의 주기를 갖는 대신 출

력되는 7비트의 순서가 LFSR의 출력 순서와 역방향

이 된다. 그림 9의 암호화의 경우 첫 번째 출력이 ‘5a,

6d, 36, 1b’가 동시에 출력된다. 또한, 복호화의 경우

32번째 클럭의 마지막부터 순서대로 ‘5a, 6d, 36, 1b’가

출력된다. 역 LFSR의 첫 번째 클럭에서의 4개의 출

력, δ'0부터 δ'3은 LFSR의 127번째 출력, δ124부터 δ

127과 같다. 따라서, 제안된 4-병렬 LFSR 회로 및 4-

병렬 역 LFSR 회로는 정확한 동작을 수행함을 증명

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회로는 한 클럭마다 4개의 출

력들을 동시에 생성하고, 이를 서브키 생성 회로에 연

속적으로 전달한다. 그림 8과 같이, 제안된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키스케쥴러도 한 클럭에 4개의 서브

키만을 생성하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각 라

운드 연산도 한 번에 4개의 서브키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HIGHT 전체 회로가 모두 동일한 클럭을 이

용하여 동작할 수 있다.

제안된 병렬 출력을 갖는 LFSR 및 역 LFSR을 채

택한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동작 검증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하나의 송신자가

기밀성을 제공하는 영상 데이터를 HIGHT 암호 알고

리즘에 따라 암호화한 데이터를 여러 명의 수신자에

게 브로드캐스팅한다. 여러 명의 수신자중 암호 해독

을 위한 마스터키를 가진 인증된 사용자만이 수신된

영상 데이터의 복호화를 수행하여 송신자가 전송한

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 데이터의 크기는 136.7Kbits, 패딩 크기

는 28비트로 구성되었다. 그림 10에 나타낸 것처럼 제

안된 HIGHT 구조에서 17,096 사이클 동안 복호화가

진행하였고, 영상 데이터의 복원이 성공적으로 수행됨

을 확인하였다.

(그림 9) 제안된 4-병렬 LFSR 및 4-병렬 역 LFSR

회로의 동작 검증 결과

(그림 10) 영상 전송을 이용한 암복호화 검증

제안된 회로의 하드웨어 복잡도는 표 1과 같다. 제

안된 HIGHT 암호 프로세서는 기존 HIGHT 암호 프

로세서와 비교하여 하드웨어 복잡도가 크게 감소한다.

첫 번째, LFSR 및 역 LFSR의 경우 4개의 병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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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XOR 게이트 4개가 증가하

여 하드웨어 복잡도를 크게 줄였다. 반면, HIGHT 암

호 프로세서의 전체 동작 클럭을 하나로 통일함으로

써, 기존 HIGHT 프로세서가 LFSR에 채택한 4분주

클럭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키스케쥴러는 16개의

8비트 모듈러 덧셈기를 사용하여 한 클럭에 16개의

서브키를 생성하였으나, 단지 4개의 8비트 모듈러 덧

셈기만을 채택하여 하드웨어 복잡도를 크게 감소시켰

다. 따라서,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와 하드웨어

복잡도를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에 나타낸 것처럼 제안된 HIGHT 프로세서는

총 3,009 게이트로 기존 HIGHT 프로세서에 비해

95%로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제안된 HIGHT

프로세서는 키스케쥴러의 LFSR 및 서브키 연산부 그

리고 각 라운드 블록이 모두 동일한 클럭으로 동작할

수 있다.

Conventional
HIGHT

The Proposed
HIGHT

HIGHT Size
(en·decryption) 3,148 (100%) 3,004 (100%)

Size

Control 190(6%) 190(6.3%)

Key
Schedule 1,629(51.8%) 1,485(49.4%)

Round 1,329(42.2%) 1,329(44.2%)

<표 1> 제안된 HIGHT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복잡도 비교

표 2는 기존의 HIGHT와 AES 그리고 제안된

HIGHT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64비트 HIGHT

암호회로는 기존의 HIGHT와 크기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HIGHT[7]은 2,608 게이트 카운트로 가장 작은

회로 사이즈를 나타내며, 이 회로의 키 스케줄 블록

게이트 카운트는 1,591이다. 제어회로와 라운드함수

블록의 크기는 1,017 게이트 수를 갖고, 제어회로를

제외하고는 64비트 데이터 블록 레지스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HIGHT 및 기존의

HIGHT 암호회로는 AES-32와 비교하여 크기는 우

세하지만 처리량이 부족하며, AES-8은 64비트

HIGHT와 비교하여 크기는 유사하지만 처리량이 매

우 낮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센서 네트워크의 복잡도 증가로 인해, 센서 노드들

이 데이터 송수신 빈도가 높아지고, 데이터의 전송 속

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HIGHT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 하드웨어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

활용에 적합하다.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경우

반복적인 라운드 연산부는 각 라운드별로 4개의 서브

키가 요구된다. 또한, 4개의 서브키를 생성하기 위해

서는 4개의 LFSR 혹은 역 LFSR의 출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 클럭에 하나의 출력만을 생성하는 경우 4

개의 클럭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모두 동일한 클럭

사이클로 동작할 수 있도록 LFSR의 병렬 출력을 허

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HIGHT 암호 프로세

서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균일한 제어가 가능해지

며, 기존 HIGHT 프로세서에 비해 회로 크기를 줄였

다. 제안된 키스케쥴링 알고리즘은 VHDL을 이용하여

합성한 후, Altera사의 FPGA를 이용하여 동작을 검

증하였다. 제안된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전체 하드

웨어 크기는 RFID 표준이 요구하는 암호 회로의 크

기, 즉 5,000 게이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RFID를

이용한 다중 센서 네트워크에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ycle Size (GE)
Throughput

(@80MHz)

This work

(0.25um)
34 3,004 150.6Mbps

HIGHT[6]

(0.25um)
34 3,048 150.6Mbps

HIGHT[7]

(0.35um)
34 2,608 150.6Mbps

AES-32[5]

(0.11um)
54 5,400 189.6Mbps

AES-8[1]

(0.11um)
160 4,023 64.8Mbps

<표 2> 암호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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