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자 : 2014. 04. 17  심사완료일자 : 2014. 05. 28  게재확정일자 : 2014. 06. 11
* Corresponding Author Gyeong-yeon Cho(E-mail: gycho@pknu.ac.kr. Tel:+82-10-9081-7231)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7,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4.18.8.1904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8 : 1904~1913 Aug. 2014

스트림 암호 Salsa20/8의 재설계 

김길호1 · 김성기2 · 조경연3*

Redesign of Stream Cipher Salsa20/8 

Gil-ho Kim1 · Sung-gi Kim2 · Gyeong-yeon Cho3*

1Departmen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7, Korea 
2Departmen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7, Korea
3*Departmen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7, Korea

요  약 

스트림 암호의 동일한 키 재사용 금지와 무결성 보장이 안 되는 단점을 개선한 256비트 출력의 스트림 암호를 개

발 했다. 개발한 스트림 암호는 Salsa20의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여 8라운드 적용하고 5단계 파이프라인 구조의 하드

웨어로 구현 했으며, WSN, DMB 등과 같은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 실시간 처리와 빠른 성능을 보이며, 안전성도 만족

하고 있다.

ABSTRACT 

Was develop 256bit output stream cipher of improving for same key reuse prohibition and integrity. The developed 
stream cipher used Salsa20 round function was implemented to hardware of applying a 5-stage pipeline architecture, 
such as WSN and DMB for real-time processing can satisfy the speed and securit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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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무선 네트워크와 다양한 정보처리 기기로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 요구에 맞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오고 있으며, 이는 군수/국방 분야, 전자금융서비스, 근
거리 무선 통신, 물류/유통, 환경감시, 가정 자동화

(Home Automation)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

며, 유비쿼터스 핵심기술 중 하나인 무선 센서 네트워

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각 센서 노드의 제한

적인 상황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 계산 능력, 배터리, 대
역폭 등에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센서 

노드는 여러 형태의 공격, 도청, 해킹, 가입자 비밀정보 

유출, 서비스 교착상태(마비)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

져 있어 추가적인 보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

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암호 기술의 적

용은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블록 암호는 적용

할 수 없고 스트림 암호나 워터마크(Watermark)를 사용

한다. 이와 같이 WSN, DMB 등에 안전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에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스트림 

암호의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림 암호는 블록 암호보다 가볍기 때문에 수행 속

도가 빠르며 암호의 구현 또한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평문과 XOR연산으로 암호문을 만드는 단순함 때

문에 동일한 키를 2번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평문과 암

호문은 정확히 일대일 대응관계이므로 공격자는 암호

문 전체를 공격하지 않고 특정부분의 1비트 또는 1바이

트 이상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하므로 공격이 쉽게 이루

어지며 스트림 암호는 이와 같은 공격을 감지할 수 있

는 능력이 없다. 가볍고 빠른 수행은 실시간 처리가 필

요한 WSN, DMB 구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일한 키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과 무결성(Integrity) 보장이 안 되

는 단점으로 스트림 암호가 현재까지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WSN 상에서 구현된 암호는 공개 키 암호와 블

록 암호인 AES[1,2]가 있다. 이 암호들은 계산량과 계

산에 필요한 메모리도 많이 필요한 무거운 암호이기 때

문에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최근에 3단계로 진행된 

eSTREAM[3,4]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문에서 몇 개의 스트림 암호가 선택되었다. 그러나 

eSTREAM에서 채택된 스트림 암호들 역시 동일 키 재

사용을 할 수 없는 점과 무결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WSN, DMB 등과 같은 실시간처리가 필요

한 분야에 동일 키 재사용이 가능하며, 무결성이 우수

한 하드웨어로 구현된 256비트 출력 스트림 암호를 제

안한다. 개발한 스트림 암호는 eSTREAM의 소프트웨

어 부분에서 가장 주목받은 Salsa20[5]의 라운드 함수

를 기반으로 실시간 처리를 위한 빠른 수행을 위해 5단
계 파이프라인 구조의 하드웨어로 구현 했으며, 스트림 

암호의 단점인 동일 키 재사용 금지와 무결성 보장을 

위해 평문의존형 가변적인 라운드 값의 적용과 개발한 

스트림 암호 초기 상태값의 갱신을 의사 랜덤 수열 생

성기(PRNG: Pseudo-Random Number Generator) 역할

을 수행하는 산술 쉬프트 레지스터(ASR: Arithmetic 
Shift Register)[6]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보다 보안적으로 안전

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행속도도 하드웨어 구현이 훨

씬 빠르다. 그리고 하드웨어 구현 시 메모리 사용을 최

소화 할 수 있고(내부 상태 메모리), 비선형 변환 연산을 

위한 S박스나 계산 복잡도가 높은 곱셈, 나눗셈, 지수, 
유한체 연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하드웨어인 

WSN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Salsa20을 선택했다.   
개발한 스트림 암호는 Salsa20을 축소한 8라운드로 

구현하여 Salsa20/8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수행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드웨어 수행 속도는 약 1.53Gbps의 결

과를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Salsa20의 라운드 함수 알

고리즘을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 개발한 스트림 암

호의 구조와 상세한 설계를 설명하고, 4장에서 개발한 

스트림 암호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현 결과 및 안

전성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끝맺는다. 

Ⅱ. Salsa20의 소개

Salsa20은 Daniel J. Bernstein이 개발한 512비트 출

력의 스트림 암호로 유럽에서 시작된 eSTREAM 프로

젝트에서 주목받은 암호 알고리즘이다. eSTREA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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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차에 걸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분석 및 평가의 결과로, HC-128[7], 
Rabbit[8], Salsa20, SOSEMANUK[9], Grain[10], 
MICKEY[11], Trivium[12] 스트림 암호를 선택했다. 

이 중 Salsa20은 128비트 및 256비트의 비밀 키를 지

원하고 64비트 IV(Initial Vector)를 사용해 512비트 키 

스트림을 생성한다. 키 생성을 위한 내부 상태공간은 32
비트로 된 4x4 테이블로 총 64바이트이다(표 1). 내부 

상태의 갱신은 XOR 연산, 산술 덧셈 연산, 순환 연산으

로만 구성되어 있고 S박스를 사용하지 않지만 블록 암

호와 유사한 라운드 진행 방식으로 20라운드를 수행하

며 대부분의 CPU에서 AES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13].

Algorithms Internal state memory

HC-128 4300 Byte

Rabit 136 Byte

Salsa20 64 Byte

SOSEMANUK 452 Byte

표 1. 내부 상태 메모리 비교

Table. 1 Compare the internal status of the memory

지금부터는 간략한 Salsa20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Salsa20의 32비트 단위 4x4 2차원 내부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상태 X에서 c0 ~ c3은 128비트 상수이며, 128비
트 비밀 키는 k0 ~ k3이고 256비트 비밀 키는 k0 ~ k3 = 
k4 ~ k7 이고 v0 ~ v1은 64비트 IV이며 t0 ~ t1은 64비트 

카운트이다. 
64바이트(512비트) 키 스트림 Z = X + X20으로 

Salsa20의 라운드 함수를 20번 수행한 값과 정수 덧셈

을 한 결과가 512비트 출력 키 스트림이 된다. Salsa20 
라운드 함수의 핵심은 비선형 변환을 하는 quarterround
로 4개의 32비트 입력을 받아 4개의 32비트 출력을 생

성하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z1 = x1 ^ ((x3 + x0) ⋘ 7);
z2 = x2 ^ ((x0 + z1) ⋘ 9);
z3 = x3 ^ ((z1 + z2) ⋘ 13);
z0 = x0 ^ ((z2 + z3) ⋘ 18);   (2)  

수식 2에서 ⋘는 32비트 단위 왼쪽 순환 연산이다.
Salsa20 라운드 함수의 첫 번째는 columnround로 열 

단위로 4번 quarterround를 수행하며 입력은 각각 (x0, 
x4, x8, x12), (x5, x9, x13, x1), (x10, x14, x2, x6), (x15, x3, x7, 
x11)이다. 다음은 rowround로 행 단위로 4번의 

quarterround를 수행하며 입력은 각각 (x0, x1, x2, x3), 
(x5, x6, x7, x4), (x10, x11, x8, x9), (x15, x12, x13, x14)이다. 
Salsa20은 columnround와 rowround를 합쳐 Doubleround
라 하며 Doubleround를 수행하면 1라운드가 된다. 이를 

20번 반복한 후 초기 512비트 값과 덧셈한 결과가 최종 

키 스트림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20라운드가 아닌 8라
운드 결과를 사용한다.   

Ⅲ. Salsa20의 재설계

개발한 스트림 암호 설명에 사용된 그림이나 수식 등

의 논리 및 산술 연산자들은 일반적인 표기법과 사용법

을 그대로 적용하고, 변수 명의 위첨자는 상태 값을 나

타내며, 아래첨자는 워드 또는 바이트 단위 순서 번호

이다.
Salsa20 알고리즘을 8라운드로 축소한 하드웨어 구

현을 위한 256비트 출력의 스트림 암호 개발을 위한 설

계 중점 사항은 수행속도와 하드웨어 면적이다.

∙ 대표적인 수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은 파이프

라인으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한 스

트림 암호를 5단계 파이프라인으로 설계 했다. 각각의 

파이프라인 단계는 ASR 처리, Salsa20의 2라운드씩 처

리하여 20라운드인 Salsa20을 8라운드로 축소해서 수

행속도를 높였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수행속도 

향상의 최선의 방법은 라운드 수를 축소하는 것이다. 

∙ 하드웨어 면적을 최소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 

역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행 라운드 수를 줄

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드웨어 구현 시 메모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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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래서 개발한 스트림 암호

에서 사용되는 2048비트 라운드 키는 SHACAL-2의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048비트 라운드 키 생

성 후 이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

라 제어신호와 파이프라인 단계에 따라 그때그때 생성

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SHACAL-2 키 스케줄링 알고

리즘을 사용한 이유는 메모리를 사용 하지 않기 위해, S
박스가 없고 산술 논리연산으로만 구성된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선택했다.

그림 1. 개발한 스트림 암호 흐름도

Fig. 1 stream cipher developed a flow chart

그림 1은 개발한 스트림 암호의 암호화 과정을 표현

한 것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각각 128비트 비밀 키와 IV
를 사용하여 3.2절의 512비트 4개의 라운드 키를 생성

한 다음, ASR1은 128비트 비밀 키, ASR2는 128비트 IV
를 이용하여 초기화 한다. ASR1, 2를 수행하여 생성된 

512비트와 첫 번째 512비트 라운드 키(K0)를 XOR 연산

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결과 값 512비트는 Salsa20 2라
운드를 수행하고 두 번째 512비트 라운드 키(K1)와 

XOR 연산을 수행한다. 그 결과 값을 다시 Salsa20 2라
운드 수행 후 세 번째 라운드 키(K2)와 XOR 연산을 수

행한 다음 Salsa20 2라운드를 수행한다. 생성된 512비
트 중 하위 256비트는 그림 1과 같이 표백(Whitening)
을 위해 임시로 저장하고 상위 256비트는 256비트 mk
와 XOR 연산을 수행한 다음 마지막 라운드 키(K3)와 

XOR 연산을 수행 후 Salsa20 2라운드를 수행한다. 512
비트 수행 결과를 256비트로 나누어 XOR 연산 후 256
비트 평문과 XOR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번 256비
트 mk로 사용되며 최종적인 256비트 암호문은 256비
트 표백과 XOR 연산한 결과 값이다. 제일 처음 사용된 

256비트 mk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 키와 IV이며 다

음 번 mk는 그림 1과 같이 평문에 의존적인 계속해서 

가변적인 256비트 값이 된다. 표백 또한 가변적인 256
비트 값이다. 그림 1은 암호화 과정만을 표현한 것으로 

개발한 스트림 암호는 암호와 복호가 서로 다른 알고리

즘을 보인다. 자세한 내용 3.5절에서 설명한다.

3.1. 초기화 과정

초기화 과정은 ASR1 277비트와 ASR2 278비트의 

초기상태를 만드는 과정으로 스트림 암호에서는 최종

적인 키 생성 과정에서 초기상태는 매우 중요하며[14], 
초기상태 값의 노출은 스트림 암호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1의 ASR1과 ASR2의 초기상태 값을 

만들기 위해 각각 128비트 사용자 비밀 키와 IV를 사용

하여 555비트(277+278)를 초기화 한다. 초기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SR10
0 = K[3]; ASR20

0 = IV[3];
ASR10

2 = K[2]; ASR20
2 = IV[2];

ASR10
4 = K[1]; ASR20

4 = IV[1];
ASR10

6 = K[0]; ASR20
6 = IV[0];

ASR10
8 = 1; ASR20

8 = 1;

그림 1에 대한 세부적인 알고리즘은 그림 1의 순서대

로 다음 절부터 자세히 설명한다. 

3.2. 라운드 키 생성

개발한 스트림 암호에서는 4개의 512비트, 총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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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라운드 키가 필요하다. 그래서 블록 암호

SHACAL-2의 라운드 키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048비트 라운드 키를 생성한다. 생성된 라운드 키는 

메모리에 저장 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입력 신호

와 파이프라인 단계에 따라 라운드 키를 생성하는 방법

을 사용했다. 32비트 단위 라운드 키 생성 알고리즘은  

수식 3이다. 

rk[0] = K[0]; rk[1] = K[1];
rk[2] = K[2]; rk[3] = K[3];
rk[4] = IV[0]; rk[5] = IV[1];
rk[6] = IV[2]; rk[7] = IV[3];
rk[8] = K[0] ^ IV[0]; rk[9] = K[1] ^ IV[1];
rk[10] = K[2] ^ IV[2]; rk[11] = K[3] ^ IV[3];
rk[12] = K[0] ^ ~IV[0]; rk[13]= K[1] ^ ~IV[1];
rk[14] = K[2] ^ ~IV[2]; rk[15]= K[3] ^ ~IV[3];

for(i = 16; i < 64; i++)
rk[i] = σ1(rk[i-2]) + rk[i-7] + σ0(rk[i-15]) + rk[i-16]; (3)

수식 3에서 σ0와 σ1는 수식 4와 같고 수식 3은 

SHACAL-2의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σ0(X) = ROTR17(X) ^ ROTR19(X) ^ SR10(X) 
σ1(X) = ROTR7(X) ^ ROTR18(X) ^ SR3(X) (4)

수식 4에서 ROTRi(X)와 SRi(X)는 각각 32비트 X 값
을 i비트 만큼 오른 쪽 순환(Rotation)과 시프트(Shift) 
연산이다.

3.3. 산술시프트레지스터(ASR)             

PRNG로 사용한 산술 시프트 레지스터(ASR)를 개발

한 스트림 암호에서는 2개를 사용했고 각각 ASR1[15], 
ASR2[16]이다. ASR1은 GF(2277)상에서 특성다항식

(Characteristic Polynomial)은 16진수로 0x00200000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2 0x00000015, 
D = 221을 적용한다. 그리고 ASR2는 GF(2278)상에서 

특성다항식은 16진수로 0x00400000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1 0x00000002 0x00000001, D = 222를 적용

한다. ASR1, 2의 동작 알고리즘은 수식 5, 6이며, 수식 

5, 6에서 w1, w2는 각각 32비트 임시 저장 변수이고, 
ASR1, 2의 위 첨자 i(i = 1)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i+1
은 다음 상태이고 아래 첨자는 각각 ASR의 워드 단위 

순서 번호이다.

w1 = ASR1i
8;

ASR1i+1
8 =ASR1i

7 ⟫ 11;
ASR1i+1

7 =((ASR1i
7 ⟪21) | (ASR1i

6 ⟫11)) ^ w1;
ASR1i+1

6 =((ASR1i
6 ⟪21) | (ASR1i

5 ⟫11)) ^ w1;
ASR1i+1

5 =((ASR1i
5 ⟪21) | (ASR1i

4 ⟫11)) ^ w1;
ASR1i+1

4 =((ASR1i
4 ⟪21) | (ASR1i

3 ⟫11)) ^ w1;
ASR1i+1

3 =((ASR1i
3 ⟪21) | (ASR1i

2 ⟫11)) ^ w1;
ASR1i+1

2 =((ASR1i
2 ⟪21) | (ASR1i

1 ⟫11)) ^ w1;
ASR1i+1

1 =((ASR1i
1⟪21) | (ASR1i

0⟫11)) ^ (w1⟪1);
ASR1i+1

0 =(ASR1i
0⟪21)^(w1⟪4)^(w1⟪2)^w1; (5)

w2 = ASR2i
8;

ASR2i+1
8 =ASR2i

7 ⟫ 10;
ASR2i+1

7 =((ASR2i
7 ⟪22) | (ASR2i

6 ⟫10)) ^ w2;
ASR2i+1

6 =((ASR2i
6 ⟪22) | (ASR2i

5 ⟫10)) ^ w2;
ASR2i+1

5 =((ASR2i
5 ⟪22) | (ASR2i

4 ⟫10)) ^ w2;
ASR2i+1

4 =((ASR2i
4 ⟪22) | (ASR2i

3 ⟫10)) ^ w2;
ASR2i+1

3 =((ASR2i
3 ⟪22) | (ASR2i

2 ⟫10)) ^ w2;
ASR2i+1

2 =((ASR2i
2 ⟪22) | (ASR2i

1 ⟫10)) ^ w2;
ASR2i+1

1 =((ASR2i
1⟪22) | (ASR2i

0 ⟫10))^(w2⟪1);
ASR2i+1

0 =(ASR2i
0 ⟪22) ^ w2;    (6)

ASR1, 2는 매 시스템 클록(System clock)에 따라 다

음 상태로 변환되고 각각의 ASR은 하위 256비트 만 사

용된다.

3.4. Salsa20의 암호

Salsa20 내부 상태 공간은 32비트 워드로 이루어진 

4x4 테이블로 총 512비트 크기를 갖는다. 내부 상태 공

간의 갱신은 512비트의 입력과 512비트의 출력을 갖는 

해시 함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시 함수는 Salsa20의 

핵심으로 실제 Salsa20은 해시 함수의 counter 모드를 

스트림 암호로 이용한 것으로, 512비트의 평문에 키와 

IV, 라운드 수를 해시한 결과를 XOR 연산으로 암호화 

한다. 이러한 해시 함수는 여러 개의 quarterround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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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고 각 quarterround는 XOR, 산술 덧셈, 고정 

길이 왼쪽 순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한 스트림 암호는 Salsa20의 2중 함수

(Doubleround function)을 그대로 사용하여 2라운드 씩 

4번, 총 8라운드를 적용하여 256비트 출력을 갖는 스트

림 암호이다. 

#define ROTL(x, y)  (((x) ⟪ (y)) | ((x) ⟫ (32 - (y))))
#define SALSA(a0, a1, a2, a3) \
s[a1] ^= ROTL((s[a0] + s[a3]), 7); \
s[a2] ^= ROTL((s[a1] + s[a0]), 9); \
s[a3] ^= ROTL((s[a2] + s[a1]), 13);  \
s[a0] ^= ROTL((s[a3] + s[a2]), 18);
            ⋮
SALSA( 0,  4,  8, 12);
SALSA( 5,  9, 13,  1);
SALSA(10, 14,  2,  6);
SALSA(15,  3,  7, 11);
SALSA( 0,  1,  2,  3);
SALSA( 5,  6,  7,  4);
SALSA(10, 11,  8,  9);
SALSA(15, 12, 13, 14); (7)

 
수식 7의 매크로 함수 SALSA는 Salsa20의 128비트 

처리 quarterround 함수이고 s[]는 워드 단위 4x4를 1차
원 배열(Array)로 정의했다. 그리고 2중 함수의 구현은 

수식 7과 같이 8번의 SALSA 매크로 함수의 호출로 이

루어진다.

3.5. 가변적인 표백과 mk

표백은 ASR1, 2가 의사랜덤수열을 생성함에 따라 

계속해서 가변적인 256비트 값이 생성된다. 이는 암호

와 복호가 같은 값을 가지며 그림 1에서와 같이 256비
트 암호문 생성 마지막 단계에 적용하여 암호문에 포함

된 의미 있는 정보를 숨기기 위해 표백을 사용한다.
256비트 mk 역시 가변적이며, 256비트 평문에 의존

적인 값으로 생성되며 이는 마지막 Salsa20의 2라운드

에 적용되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표백과는 다

르게 암호와 복호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이로 인해 

개발한 스트림 암호 역시 암호와 복호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수식 8은 256비트 암호문 생성 알고리즘이다.

mk_t = P ^ salsaH ^ salsaL;
C  = mk_t ^ whiten;
mk ^= mk_t; (8) 

 
수식 8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256비트이며, mk_t는 

mk를 만들기 위한 256비트 임시변수이다. 그리고 

salsaH, salsaL, whiten은 각각 Salsa20을 적용한 후 상

위 256비트, 하위 256비트, 표백이며 P와 C는 각각 평

문과 그에 대응되는 암호문이다.
수식 9는 수식 8에 대응되는 복호 알고리즘이다.

mk_t = C ^ whiten;
P  = mk_t ^ salsaH ^ salsaL;
mk ^= mk_t; (9)  

가변적인 표백과 mk의 적용은 개발한 스트림 암호

의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세한 안전성 분석은 

4장에서 설명한다.

Ⅳ. 구현 및 안전성 분석

개발한 256비트 출력 스트림 암호의 소프트웨어 구

현은 Visual Studio 2010 C 컴파일러를 사용하였고 실

행환경은 Windows 7, Intel Core2 i5-2415M CPU 
2.30GHz, 2.30GHz, 2GB RAM의 환경에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테스트했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각 알고리즘은 초기화 과정은 제외하고, 약 6.4Gb의 암

호문 생성 시간을 2번째 열에 표시했으며, 마지막 열은 

각 알고리즘들의 소프트웨어 수행 중 내부 상태 변환을 

위한 전역 변수 메모리양을 비교한 값이다.

Algorithms Time Memory used

Salsa20/8[5] 21 sec 64 Byte

AES[2] 10 sec 1024 Byte

This paper 22 sec 64 Byte

표 2. 6.4Gb 스트림 암호문 생성시간과 사용된 메모리 비교

Table. 2 6.4Gb Ciphertext generation time of stream 
cipher and memory used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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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프트웨어 분석 

표 1의 분석에서 AES 소프트웨어 구현은 256바이트 

S박스와 32비트 단위 연산인 MixColumns을 미리 계산

하여 메모리에 저장 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AES 구현 방법들 중 가장 빠른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는 표 1에서와 같이 최소 1024바
이트의 고정된 메모리가 필요한 방법이다. 1024바이트

도 암호화에 필요한 최소 메모리이며 암호와 복호가 다 

필요한 경우는 최소 2048바이트가 요구 된다.  
Salsa20/8은 Salsa20을 8라운드로 축소한 것으로 

Salsa20 개발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C소스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이 개발한 스

트림 암호와 Salsa20/8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그림 2. 하드웨어 흐름도

Fig. 2 Hardware flow chart

4.2. 하드웨어 구현 

하드웨어 구현은 Verilog HDL을 사용하여 Modelsim 
6.5d로 개발한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의 기능을 검증하

였고, 스트림 암호성능 검증은 Quartus II 13.1을 활용하

여 분석한 결과, Altera Cyclone Ⅳ E FPGA에서 

Compile한 결과는 Total Logic Elements : 34952 Cell, 
Total Registers : 0, Total Pins: 520 이다. 제어입력 신호

인 d1, d2, d3, d4, d5는 각각 1GHz에서 동작하고 있으

며 Worse Case에서 5.98MHz(1.53Gbps)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그림 2는 전체 하드웨어 흐름도이다. 

Device Speed Cell Pin Registers

EP4CE115F29I8L 1.53Gbps 34952 520 0

표 3. 하드웨어 구현 요약

Table. 3 Hardware implementation summary  

그림 2에서 clk, start, d1, d2, d3, d4, d5는 각각 1비트 

제어입력신호이고, IV0 ~ IV3, K0 ~ K3은 각각 사용자

가 입력한 128비트 IV와 비밀 키이며, P는 256비트 평

문이고, 이에 대응되는 256비트 암호문은 C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4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5단계 

과정을 통해 256비트 암호문이 생성된다. 그러나 매번 

암호문 생성이 5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구현이므로 첫 번째 암호문만 5단계를 수행하고 두 번

째 이후는 1단계씩 수행할 때마다 256비트 암호문이 생

성되기 때문에 대기시간(Latency)은 5단계이다.

4.3. 안전성 분석

개발한 스트림 암호의 안전성 분석은 가장 최신의 

Salsa20의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안전성을 설명한다. 그
림 1에서 ASR1, 2는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랜덤수열을 

계속해서 생성하며 생성된 수열을 개발한 스트림 암호

의 내부 상태값으로 연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따라서 

ASR1, 2의 전체적인 선형 복잡도 분석 확률을 먼저 구

하면, ASR1의 최소 선형 복잡도는 277비트이고 ASR2
는 278비트로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각

각의 ASR의 554개와 556개 출력 값을 알면 ASR1, 2의 

모든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1/554와 1/556의 

확률은 약 (2-9)2 = 2-18이다. 그러므로 ASR1, 2의 안전성

이 약 2-18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 ASR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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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최대 주기 수열을 생성한다. 이는 각 ASR의 

특정 비트 또는 비트열(연속적이거나 연속적이지 않는 

모든 경우)은 0을 제외한 모든 값들이 동일한 출현 빈도

수를 보여줌으로 특정한 값을 추정한 어떤 공격[17]에
도 내성이 있다.

Salsa20은 다른 스트림 암호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며 

블록 암호의 라운드 함수를 반복 적용하여 CTR모드처

럼 생성된 수열을 스트림 키로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

로 최신의 Salsa20 분석방법은 2007년 Y. Tsunoo 등의 

축소된 8라운드 차분분석[18]이 있다. 이 분석방법은 

Salsa20 라운드 함수의 핵심인 32비트 정수덧셈의 차분

확률(Differential Probabilities)을 이용하여 8라운드까

지 256비트 비밀 키를 전수조사보다 계산복잡도

(Computational complexity)가 낮은 약 2255인 결과를 보

인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18]의 방법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추가적으로 그림 1과 같이 

Salsa20의 내부 상태값을 2개의 ASR이 연속적으로 갱

신하고 있으며, 수식 8과 같이 평문의존적인 가변적인 

mk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평문은 분석 대상이 아니

며 salsaH와 salsaL은 각각 차분분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스트림 암호의 8라운드 

차분분석 계산복잡도는 약 218 * 2255 = 2273이 된다.
2012년 Z. Shi 등의 향상된 키 복구 공격(Improved 

Key Recovery Attacks)[19]은 256비트 키에 대해 8라운

드 계산복잡도가 약 2250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공격 중 

가장 효율적인 Salsa20의 공격방법이다. 이 방법은 차

분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Salsa20의 라운드 함수에서 열

(CCD)과 행(RCD)의 Chaining Distinguishers를 통해 

Distinguishers에 의존적인 키를 찾는 방법이다. 참고문

헌[19]의 분석방법을 개발한 스트림 암호에 그대로 적

용한 계산복잡도는 약 218 * 2250 = 2268이 된다.
해시함수로 20라운드 전체에 대한 Salsa20 충돌

(Collisions)[20]을 찾는 방법으로 Salsa20의 라운드 함

수 중 수식 2의 계산인 quarterround의 열과 행 변환 함

수를 적용할 때 특정한 입력(quarterround(A, -A, A, 
-A))은 항상 상수값(0)을 가지는 특성을 이용해 어떤 특

정한 입력 쌍에 대해서 512비트 출력이 같아지는 충돌

이 발생한다. 참고문헌[20]의 부록에 충돌이 발생하는 

입력 쌍이 2가지 예시되어 있다. 본 논문의 스트림 암호

는 이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2가지 기술적 방법을 

추가했다.

첫 번째는 특정한 값의 입력을 피하기 위해 의사랜덤

수열 발생기 ASR1, 2의 사용이다. ASR의 출력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Salsa20의 충돌을 위한 미리 계

산된 입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가변적인 

mk의 적용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평문의존적인 256
비트 값이 다음번 Salsa20 6라운드에 사용되면서 

Salsa20 라운드 함수에서 발생하는 혼돈(Confusion)과 

확산(Diffusion)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개발한 스트림 암호의 내부 상태는 512비트이며 비

밀 키와 IV가 각각 128비트로 총 256비트에 대한 전수 

조사 방법보다 더 낮은 확률이다. 따라서 개발한 스트

림 암호(2-273, 2-268)의 안전성은 현대 암호에서 요구하

는 안전성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계산적인 안전성으

로 위와 같이 안전성이 입증되었지만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21]과 대수적 분석(Algebraic 
Analysis)[22]에 대한 안전성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개
발한 암호 알고리즘은 Salsa20의 라운드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Salsa20의 안전성이 개발한 암호의 안전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alsa20은 축소된 라

운드에서 차분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유사한 분석방법

들이 효과적이지만, 아직까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밝혀지진 안았다. 그래서 개발한 스트림 암호도 Salsa20
의 안전성만큼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스트림 암호는 무결성이 우수하

다. 수식 9에서 암호문 C가 공격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

될 경우 복호할 때 대응되는 위치의 평문도 변경되고, 
다음번 이후의 평문은 연속해서 mk가 변경되므로 평문 

전체가 복호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우

수한 무결성을 보인다. 그리고 최종적인 암호문 출력 

전에 표백으로 XOR 연산은 Salsa20의 마지막 라운드 

512비트의 상태 정보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Ⅴ. 결  론

스트림 암호의 동일한 키 재사용 금지와 무결성 보장

이 안 되는 단점을 개선한 256비트 출력의 스트림 암호

를 개발 했다. 개발한 스트림 암호는 Salsa20의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여 8라운드 적용하고 5단계 파이프라인 

구조의 하드웨어로 구현 했으며, WSN, DMB 등과 같

은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 실시간 처리와 빠른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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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안전성도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성능 좋은 

Salsa20의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수조사보다 더 

낮은 분석확률을 보이며 이는 개발한 스트림 암호가 안

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 과제로 개발한 알고

리즘을 좀 더 확장 개선하여 더욱 고속인 Gbps급 스트

림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고속 이

동 무선 통신 환경의 암호화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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