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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보안을 위한 SHA-256 해시 프로세서의 면적 효율적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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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자서명, 인증 코드, 키 생성 알고리듬 등의 보안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SHA-256  해시 함수를 면적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입력 메시지에 대한 패딩 및 파싱 기능을 수행하는 패더 블록을 포함

하여 프리프로세싱을 위한 소프트웨어 없이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 라운드 연산을 16-비트 데이터 패스로 구현하

여 64 라운드 연산이 128 클록 주기에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면적 구현과 함께 성능 대비 하드웨어 복잡

도 (area per throughput; APT)를 최적화 하였다.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Virtex5 FPGA로 구현하여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최대 116 MHz 클록 주파수로 동작하여 337 Mbps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SIC 
구현을 위해 0.18-µm CMOS 셀 라이브러리로 합성한 결과, 13,251 GE로 구현되었으며, 최대 동작주파수는 200 
MHz로 예측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area-efficient design of SHA-256 hash function that is widely used in various security 
protocols including digital signature, authentication code, key generation. The SHA-256 hash processor includes a 
padder block for padding and parsing input message, so that it can operate without software for preprocessing. Round 
function was designed with a 16-bit data-path that processed 64 round computations in 128 clock cycles, resulting in an 
optimized area per throughput (APT) performance as well as small area implementation. The SHA-256 hash processor 
was verified by FPGA implementation using Virtex5 device,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throughput was 337 Mbps at 
maximum clock frequency of 116 MHz. The synthesis for  ASIC implementation using a 0.18-µm CMOS cell library 
shows that it has 13,251 gate equivalents (GEs) and it can operate up to 200 MHz clock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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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장치)들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화 되는 사물인

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수십억 개 이상의 IoT 장치가 인터

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0억 개 이상의 장치가 연

결되어 새로운 서비스 및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IoT 기기와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

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모바일 악성코드 등 보안 위

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

하다[1, 2].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

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밀성 (confidentiality), 인증 

(authentication), 무결성 (integrity)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알고리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구현이 필요하다.

보안 알고리듬에는 대칭키 암호, 공개키 암호, 해시 

함수 등 다양한 알고리듬이 존재한다. 해시 함수는 주

어진 메시지(정보)를 고정된 길이의 다이제스트(digest)

로 압축하는 기능을 가지며, 정보의 위조나 변조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무결성 제공과 함께 전자서명, 인증, 

키교환, 의사난수 생성 등의 정보보안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해시 함수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에서 개발된 SHA (Secure Hash Algorithm)[3], 국내에

서 개발된 HAS-160[4] 등 다양한 알고리듬들이 있다.

SHA 해시 함수는 인터넷 뱅킹, 전자서명, 메시지 인

증 코드, 키 교환 알고리듬, 키 생성 알고리듬 등 다양한 

분야의 보안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SHA-1은 TLS,  

SSL, PGP, SSH 등 많은 보안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왔으나, 2005년에 SHA-1에 대한 충돌 쌍 공

격[5]이 중국의 연구팀에 의해 발표됨에 따라 NIST에

서는 해시 함수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한 

SHA-256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6].

본 논문에서는 SHA-256 해시 함수를 저면적 하드웨

어로 설계하여 하드웨어 리소스가 제한된 IoT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현하였다. Xilinx ISE를 통해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였고, Virtex5 FPGA, UART 통신,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Ⅱ장에서

는 SHA-256 해시 함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Ⅲ장

에서는 SHA-256 해시 프로세서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설계된 회로의 기능 검증 및 FPGA 구현에 대해 Ⅳ장에

서 기술하며,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SHA-256 해시 함수[3]

Merkle-Damgard 구조를 갖는 SHA는 입력 메시지 

블록에 압축함수를 반복 적용하여 일정한 크기의 다이

제스트를 출력하는 해시 함수 이다. 입력 메시지에 메

시지 길이와 패딩을 붙이고, 압축함수 크기로 분할하여 

메시지 블록을 만든 후, 메시지 블록과 다이제스트가 

압축함수를 통해 새로운 다이제스트로 생성된다. 맨 처

음 압축함수에는 SHA 알고리듬에 따라 정해진 초기 다

이제스트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크게 나누어 

프리프로세싱과 압축함수로 구성된다. 표 1은  SHA 해

시 알고리듬에 따른 파라미터를 나타내었다[7]. 

2.1. 프리프로세싱

프리프로세싱은 메시지 패딩 (padding), 메시지 파싱 

(parsing), 초기 다이제스트 (digest) 설정으로 구성된다. 

메시지를 입력받아 메시지 패딩 및 메시지 파싱을 통해 

다이제스트 길이의 2배인 512-비트의 메시지 블록을 만

든다. 메시지 패딩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며, 메시지, 

길이, 패딩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512-비트의 정수

SHA Hash algorithm SHA-1 SHA-224 SHA-256 SHA-384 SHA-512

Message size [bit]          

Block size [bit] 512 512 512 1024 1024

Digest size [bit] 160 224 256 384 512

Number of rounds[N] 80 64 64 80 80

Word size [bit] 32 32 32 64 64

Table. 1 Parameters of SHA hash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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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되어야 한다. 패딩 영역은 첫 번째 비트가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구성되며, 길이 영역은 64-비트로 고정

되어 있고 메시지의 길이 값이 저장된다. 메시지의 길

이를 이라고 할 때, 식 (1)을 통해 패딩 구역에서 0의 

개수인  값이 구해진다. 메시지 파싱은 패딩된 메시지

가 512-비트씩 압축함수로 입력되도록 분할하고, 초기 

다이제스트 설정은 첫 번째 압축함수의 연산을 위해 정

해진 다이제스트가 입력되는 과정이다.

     ≡ mod                      (1)

2.2. 압축함수

압축함수는 워드 단위로 연산되며, SHA-256의 워드 

크기는 32-비트이다. 프리프로세싱을 거쳐 압축함수로 

입력되는 메시지 블록은 16개의 워드로 구성되고, 64 

라운드 동안 반복 연산을 통해 다이제스트가 생성되므

로 64개의 워드가 필요하다. 16개의 워드 블록을 64개

의 워드로 확장하기 위해 식 (2)의 워드 확장이 적용된

다. 워드 확장에 사용되는 함수 , 는 식 (3)과 같이 

오른쪽 순환 이동 ROTR, 오른쪽 시프트 SHR, 그리고 

XOR 연산으로 구성된다.

  ≤≤         
≤≤

      (2)

  
⊕⊕

  
⊕⊕

        (3)

 

압축함수의 라운드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4가지 함수 

∑0, ∑1, Maj, Ch와 변수         그리고 가산

기로 구성되며, 32-비트의 워드 , 상수 , 8개의 변

수를 연산하여 새로운 8개의 변수를 생성한다. 식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함수 ∑0, ∑1은 오른쪽 순환 이동 

ROTR과 XOR 연산으로 구성되고, 함수 

는 비트 AND (∧), NOT () 연산 그리고  

XOR 연산으로 구성된다.

∑  ⊕⊕
∑  ⊕⊕
  ∧⊕∧⊕∧
  ∧⊕∧

     (4)

매 라운드 마다 변수 값을 생성하고 64번의 라운드 

연산 후에 변수 값과 초기 다이제스트를 가산하여 최종 

다이제스트를 생성한다. 메시지 블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블록의 다이제스트는 다음 메시지 블록

에 대한 라운드 연산의 초기 다이제스트로 사용된다. 

Ⅲ. SHA-256 해시 프로세서 설계

3.1. 전체 구조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그림 3과 같이 패더 블록, 

라운드 블록, 다이제스트 레지스터 그리고 제어 블록으

로 구성된다. 입력 메시지에 대한 패딩 및 파싱 기능을 

수행하는 패더 블록을 하드웨어로 구현하여 프리프로

세싱을 위한 소프트웨어 없이 동작하도록 구현 하였다. 

그림 2의 라운드 함수를 연산하여 다이제스트를 생성하

는 라운드 블록은 저면적 구현을 위해 16-비트 데이터 

패스로 설계되었다. 다이제스트 레지스터는 다이제스

트 초기 값과 생성되는 중간 결과 값을 저장한다.

3.2. 패더 블록

메시지 패딩과 메시지 파싱을 수행하는 패더 블록은 

Fig. 1 Message padding

Fig. 2 Round structure of SHA-256 hash function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2, No. 1 : 109~116 Jan. 2018

112

그림 4와 같이 IDEL, DATA, LENGTH의 세 개 상태로 

구성되는 유한상태머신 (FSM)으로 설계되었다.

IDLE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길이 값을 입력받아 해

당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data_in_en 및 last_in_en 신호

에 의해 다음 상태로 천이된다. data_in_en 신호에 의해 

메시지가 패더 블록으로 입력되고, 메시지 블록의 개수

가 2개 이상이고 마지막 블록의 패딩 값이 메시지를 포

함하지 않는 경우에 last_in_en 신호에 의해 다음 상태

로 천이된다.

DATA 상태에서는 메시지와 “1”, “0”이 패딩된 값을 

패더 레지스터에 입력한다. 메시지가 16-비트씩 입력되

므로 메시지 길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길이 값을 16씩 

빼서 16미만이 되면 메시지가 끝났음을 알린다. 이 신

호가 발생할 때 메시지 뒤에 “1”과 “0”을 붙여 패딩하고 

나머지는 “0”을 패딩하여 패더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한 블록의 메시지가 448-비트 미만일 경우 메시지 길이 

값을 패딩하기 위해 pad_length_en 신호가 발생되어 다

음 상태로 천이된다. 이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면 패딩

을 완료 한 후, IDLE 상태로 천이되어 다음 메시지 블록

의 입력을 기다린다. 

LENGTH 상태에서는 메시지 길이 값을 패딩하여 패

더 레지스터에 입력한다. 패딩이 완료되면 IDLE 상태

로 천이된다. 

3.3. 라운드 블록

라운드 블록은 워드 확장을 통해 워드를 생성하는 워

드 업데이트 블록과 라운드 연산을 통해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해시 업데이트 블록으로 구성된다. 패더 블록

으로부터 메시지가 입력되면 64 라운드 (128 클록 주

기) 동안 연산을 반복 처리하여 새로운 해시 값을 생성

하고, 그 이후 생성된 새로운 해시 값과 초기 해시 값을 

더하여 다이제스트를 16 클록동안 생성한다.

3.3.1. 워드 업데이트 블록

그림 5의 워드 업데이트 블록은 워드 확장을 통해  워

드 를 생성하며, 워드 값을 저장하는 32개의 16-비트 

워드 업데이트 레지스터 W0~W31, 연산 함수 , , 

16-비트 가산기, 캐리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된다.

M_in 포트를 통해 32 클록 동안 메시지가 입력되어 

워드 업데이트 레지스터 W0~W31에 초기 값으로 저장

된다. 이후에는 가산기의 결과 값이 레지스터 W31에 

저장된다. 워드 업데이트는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 홀수 번째 클록에서 레지스터 W3, W2, W1의 값이 

Fig. 4 FSM of Padder block

Fig. 3 Architecture of SHA-256 hash processor having 
16-bit datapath

Fig. 5 Word updat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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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을 통해 연산된 값, 레지스터 W29, W28, W27

의 값이 함수 을 통해 연산된 값, 레지스터 W0, W18

의 값이 가산된다. 짝수 번째 클록에서는 캐리 레지스

터에 저장된 값도 함께 가산된다. 가산결과 값은 레지

스터 W31에 저장되고 캐리 값은 캐리 레지스터에 저장

된다. 동시에 워드 업데이트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값은 워드 단위로 오른쪽 시프트 된다. 따라서 한 라운

드의 워드 업데이트 연산에 두 클록주기가 소요되며, 

생성된 워드 값은 128 클록주기 동안 해시 업데이트 블

록으로 입력된다.

3.3.2. 해시 업데이트 블록

압축함수의 라운드 연산을 수행하는 해시 업데이트 

블록은 그림 6과 같이 변수 값을 저장하는 16개의 16-

비트 해시 업데이트 레지스터 H15~H0 , 연산 함수 ∑, 
∑, ,  , 16-비트 가산기, 캐리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된다. 256-비트의 다이제스트 초기 값은 16-비트 

단위로 16 클록동안 입력되어 해시 업데이트 레지스터 

H0~ H15에 저장된다. 해시 업데이트는 다음의 과정으

로 이루어진다. 홀수 번째 클록에서는  값과 H8 값이 

가산되어 H7에 저장되고, 값과 값을 가산하여 

H15에 저장된다. 함수 ∑의 결과 값, 함

수 의 결과 값, 상수 , 워드 을 가

산하여 이 생성된다.  함수 ∑의 

결과 값,  함수 의 결과 값을 가산

하여 가 생성된다. 캐리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도 함

께 가산된다. 동시에 해시 업데이트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워드 단위로 H7→H6→ . . . →H1→H0, H15→H14

→ . . . →H9→H8로 시프트된다. 한 라운드의 해시 업데

이트 연산에는 두 클록 주기가 소요되며, 생성된 해시 

값은 128 클록주기 동안 다이제스트 레지스터로 입력

된다.

3.3.3. 연산 함수 

연산 함수 와 ∑는 워드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연산 함수 는  그림 7-(a)와 같이 오른

쪽 순환 이동 POTR, 오른쪽 시프트 SHR, 멀티플렉서, 

XOR 게이트로 구성되고, 연산 함수 ∑는 그림 7-(b)와 

같이 오른쪽 순환 이동 POTR , 멀티플렉서, XOR 게이

트로 구성된다.

Ⅳ. 기능검증 및 FPGA 구현

Verilog HDL로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의 

기능검증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입력벡터는 표준문서

[3]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고, 그림 8은 448-비트로 구

성되는 메시지 “6162 6364 6263 6465 6364 6566 6465 

6667 6566 6768 6667 6869 6768 696A 6869 6A6B 

696A 6B6C 6A6B 6C6D 6B6C 6D6E 6C6D 6E6F 

6D6E 6F70 6E6F 7071”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

과이다.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를 통해 256-비

트의 다이제스트 “248D 6A61 D206 38B8 E5C0 2693 

0C3E 6039 A33C E459 64FF 2167 F6EC EDD4 19DB 
Fig. 6 Hash updat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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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C1”이 출력되어 표준문서 [3]의 참조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의 

논리기능이 올바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FPGA 구현을 통

해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하였다. FPGA 검증 시스템은  

그림 9-(a)와 같이 FPGA 보드, UART I/F, 구동 소프트

웨어로 구성되며, Virtex5 XC5VSX95T 디바이스가 사

용되었다. PC에서 입력된 메시지와 메시지 길이 데이

터가 RS232C 통신을 통해 FPGA로 전송된 후,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를 통해 계산된 다이제스트 값

이 다시 PC로 전송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그림 9-(b)는 

FPGA 검증 결과의 화면 캡처를 보이고 있다. 왼쪽 상단

부에 메시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른쪽 상단부에 메시

지 길이가 표시되고 메시지 데이터는 ASCII 값으로 변

환된다. FPGA에서 출력되는  다이제스트 값과 소프트

웨어로 계산된 다이제스트 값이 일치하여 FPGA에 구

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가 올바르게 동작함을 확

인하였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

와 문헌에 발표된 사례들을 비교한 것이다. 문헌 [8-10]

의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32-비트 데이터 패스로 

설계되었으며, 본 논문의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16-

비트 데이터 패스로 설계되었다. 표 2에서 APT (Area 

Per Throughput)는 처리율 대비 하드웨어 복잡도를 나

 

(a)

 

(b)

Fig. 7 Functions of round computation (a) Function  (b) Function 

Fig. 8 Simulation results of SHA-256 hash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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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작을수록 우수한 설계를 의미한다. 문헌 [10]의 

사례는 APT가 2.33으로 가장 크며, 문헌 [9]의 사례는 

APT가 0.68로 우수하지만, 본 논문의 설계에 비해 약 

2.5배의 슬라이스가 사용되므로 작은 하드웨어가 요구

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문헌 [8]의 사례는 APT

가 0.88로 본 논문의 설계와 유사하나 4배 많은 슬라이

스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의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APT가 작고, 적은 수의 슬라이스로 설계되어 저면적 구

현이 필요한 IoT 정보보안 분야에 적합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HA-256 해시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FPGA 구현을 통해 하드웨어 동작을 검증했다.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하드웨어 패더 블록을 포함

하여 프리프로세싱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으며, 

데이터 패스를 16-비트로 설계하여 저면적으로 구현하

였다.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Xilinx으로 합

성한 결과 300개 슬라이스로 구현되었으며, 최대 동작 

주파수는 116 MHz로 평가되었다. 0.18-µm CMOS 셀 

라이브러리로 합성한 결과 13,251 GE (gate equivalent)

로 구현되었으며, 최대 200 MHz의 클록 주파수로 동작

할 수 있다. 설계된 SHA-256 해시 프로세서는 하드웨

어 리소스가 제한된 IoT 디바이스의 정보보안 코어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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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PGA verification results of SHA-256 hash 
processor (a) FPGA verification setup (b) screen shot 
of FPGA verification results

Our Ref[8] Ref[9] Ref[10]

Data-path [bits] 16 32 32 32

Padder H/W NA H/W NA

FPGA Device Virtex5 Virtex5 Virtex6 Virtex4

Number of Slices 300 1,203 736 1,994

Max. Freq. [MHz] 116 170 135 43

Throughput [Mbps] 337 1,359 1,081 856

APT 0.89 0.88 0.68 2.33

Table. 2 Comparison of SHA-256 hash proc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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