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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해쉬 알고리듬인 SHA-3과 출력 길이 확장함수인 SHAKE256을 구현하는 해쉬 프로세서를 

설계하였다. 해쉬 프로세서는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Padder 블록, 라운드 코어 블록, 출력 블록이 블록 단계에서 파

이프라인 구조로 동작한다. Padder 블록은 가변길이의 입력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만들고, 라운드 코어 블록은 

on-the-fly 라운드 상수 생성기를 사용하여 SHA-3와 SHAKE256에 대응하는 해쉬 및 출력 확장 결과를 생성하며, 출
력 블록은 결과 값을 호스트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쉬 프로세서는 Xilinx Virtex-5 FPGA에서 최대 동작 속

도는 220 MHz이며, SHA3-512의 경우 5.28 Gbps의 처리율을 갖는다. 프로세서는 SHA-3 와  SHAKE-256 알고리듬

을 지원하므로 무결성, 키 생성, 난수 생성 등의 암호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esign of hash processor which can execute new hash algorithm, SHA-3 and 
extendable-output function (XOF), SHAKE-256. The processor that consists of padder block, round-core block and 
output block maximizes its performance by using the block-level pipelining scheme. The padder block formats the 
variable-length input data into multiple blocks and then round block generates SHA-3 message digest or SHAKE256  
result for multiple blocks using on-the-fly round constant generator. The output block finally transfers the result to host 
processor. The hash processor that is implemented with Xilinx Virtex-5 FPGA can operate up to 220-MHz clock 
frequency. The estimated maximum throughput is 5.28 Gbps(giga bits per second) for SHA3-512. Because the 
processor supports both SHA-3 hash algorithm and SHAKE256 algorithm, it can be applicable to cryptographic areas 
such as data integrity, key generation and random numb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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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 보호 분야에서 암호화 알고리듬만큼 중요하다

고 평가되는 암호학적 해쉬 알고리듬(cryptographic 

hash function)은 통신 시스템과 저장 매체에 담긴 정보

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1,2]. 

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학적 

해쉬 알고리듬인 Secure Hash Algorithm(SHA-1)은  

MD4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

에서 개발하였다. 2002년에 NIST는 SHA-1을 수정하여 

4개의 해쉬 출력 길이(224, 256, 384, 512 비트)를 갖는 

새로운 표준(SHA-2)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기존에 알

려진 280보다 훨씬 적은 269의 연산 횟수로  SHA-1를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되었다[3]. 이에 NIST는  

SHA-2가 위험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대신할 수 

있는 차세대 해쉬함수 SHA-3을 제정하기로 하였다[4]. 

NIST는 2007년 SHA-3에 대한 요구조건을 공개하여 전 

세계 암호 연구 기관으로부터 해쉬 알고리듬을 접수받

은 후, 5년 간 3 라운드에 걸친 평가 과정을 거쳐서 2012

년 10월 이탈리아와 벨기에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Keccak 알고리듬을 SHA-3(FIPS PUB 202)로 선정하였

다. NIST는 공청회와 표준화 과정을 거쳐 영역 파라미

터를 입력 메시지에 추가하는 최종 문서를 2015년 8월

에 발표하였다[5]. SHA-3 표준안은 출력 해쉬값의 길이

에 따라 SHA3-224, SHA3-256, SHA3-384, SHA3-512

로 구성된  SHA-3 해쉬 알고리듬과  출력 길이를 확

장할 수 있는 extendable-output function (XOF)인 

SHAKE128, SHAKE256로 구성된다.  SHA-3 알고리

듬은 스폰지 함수(sponge function)를 사용하며 매개 변

수에 따라 처리 성능과 암호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가변 길이의 해쉬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  SHA-3 

알고리듬은 반복 구조, 단일 클록에 여러 라운드 동작

을 처리하는 루프 펼침 구조, 단일 라운드의 파이프라

인 구조 등으로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6-9]. NIST의 

홈페이지에서는 비트 단위 길이의 테스트 벡터를 사용

하는 예제를 제공하고 있는데[10], SHA-3에 대한 대부

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이 컴퓨터 구조의 바

이트 처리에 적합하게 바이트 배수 길이의 입력 메시지

만 처리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메시지 

길이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의 비트 길이 입

력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SHA-3 해쉬 프로세서를 

설계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SHA-3 표준 알고리듬을 기

술하고, 3장에서는 알고리듬을 구현하는 프로세서의 하

드웨어 설계를 기술하였으며, 4장에서는 설계 검증 및 

성능 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SHA-3 해쉬 알고리듬

2.1. 스폰지 함수 

SHA-3 해쉬 알고리듬의 핵심인 그림 1의 스폰지 함

수(Z=sponge[f, pad, r](N, d))는 4개의 주요 매개변수로 

정의된다. 여기서 f()는 각 블록을 처리하는 내부 함수, r

은 입력 블록의 길이, pad는 패딩 알고리듬, N은 입력 

메시지, d는 출력의 길이를 나타낸다. 

Fig. 1 Sponge function[5] 

SHA-3에 사용하는 스폰지 함수는 s=r+c=1600 비트

인 상태 변수 s에 의해 동작하는데, 초기 상태 변수는 0

으로 초기화되며, 반복 동작 시 새로운 값으로 갱신된

다. SHA-3의 경우 r 비트가 증가할수록 처리 성능은 증

가하고 보안 수준은 감소한다. 가변 길이인 입력 메시

지는 블록 크기 r의 정수배로 조정되는데, 마지막 블록

의 경우 패딩 규칙에 따라 패딩이 되어, , , ..., 

의 r-비트 길이의 블록 들을 생성한다. 각 블록은 하

위에 c개의 0을 추가하여, 이전 상태 값과 비트 단위의 

XOR 연산을 한 후 f() 함수에 입력된다. f() 함수의 결

과는 다음 반복 동작의 입력 상태가 된다. 이러한 반복 

동작은 메시지의 모든 블록이 소진될 때까지 반복되는

데, 이러한 동작을 흡수 단계(absorbing phase)라 한다. 

반면 출력 짜내기 동작(squeezing phase)은 흡수 단계 

출력의 상위  r-비트의 메시지를 종자로 사용하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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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반복 동작으로 원하는 길이의 출력을 생성한

다. 이러한 동작은 출력 확장 함수인 SHAKE128과 

SHAKE256에서 사용되며, 키 생성과 난수 생성기로 

활용된다.  SHA-3의 표준안의 경우 최대 해쉬 출력 길

이가 d=512비트로 항상 r-비트 보다 작으므로 출력 짜

내기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2.2. SHA-3 알고리듬

표 1은 SHA-3 표준 알고리듬에서 해쉬 출력 길이 

d와 r, c, s의 길이 관계를 나타낸다. SHAKE256은 

SHA3-256과 유사하지만 출력에서  256-비트가 아닌 r-

비트를 취해서 출력 짜내기 동작을 한다. SHA-3의 경

우 c의 길이는 출력 길이의 2배가 된다. 

Table. 1 Length of parameters in SHA-3 algorithm

  SHA-3  
algorithm 

hash output 
length, d /

output length
(bit)

block
length, r

(bit)

capacity,
c

(bit)

state
length,s

(bit)

SHA3-224 224  / - 1152 448 1600
SHA3-256 256  / - 1088 512 1600
SHA3-384 384  / - 832 768 1600
SHA3-512 512 /  - 576 1024 1600
SHAKE128 1344 /  any 1344 256 1600
SHAKE256 1088 /  any 1088 512 1600

SHA-3의 반복 함수인 f()는 입력으로 5×5 64-b 워드 

행렬,  ≤ ≺ ≤  ≺ 로 정의된 

1600-비트의 상태 변수를 받아서 총  24 라운드 처리를 

한다. 여기서 는 64-비트 lane을 나타낸다. 각 라

운드는 식 (1)과 같이 5개의 세부 단계(   )로 구

성되며  +는 GF(2) 상의 덧셈인  XOR 연산을 나타낸다. 

SHA-3의 라운드 동작은 3차원 배열 구조에 대해 행과 

열 간의 위치 조정, 비트 단위의 논리 연산 동작과 회전 

이동 동작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단계는 라운드별

로 다른 라운드 상수  을 사용하여 라운드 동작 

간에 차이를 만든다. Keccak 알고리듬( Keccak[c](M) )

이 SHA-3 알고리듬으로 표준화되는 과정에 식(2)과 식

(3)과 같이 SHA-3와 SHAKE 기능에서  메시지   뒤에 

각각 2-비트(012)와 4-비트(11112)의 영역 파라미터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약간 변형되었다. 

   ← 
′



′  

′



′  
   ← 

 ≤ ≺     


 

 ×or   i f    

  ←′ ′        
′
′

  ←   
  ←  
    i f≠or ≠for  ≤  ≤ 
 

    for  ≤ ≤ 
  

  (1)

 

    
    
    
    

   (2)

     
    

         (3)

   

Ⅲ. 알고리듬의 하드웨어 설계 

3.1. 설계 사양  

본 논문의 해쉬 프로세서는 구현 시 다음과 같은 설

계 사양을 적용하였다. 

첫째, 해쉬 응용과 키, 난수 생성 등에 응용할 수 있도

록  4가지 함수로 구성된  SHA-3과 SHAKE256 알고리

듬을 하나의 하드웨어로 구현한다. 

둘째,  SHA-3의 핵심 내부 f() 함수를 구현하는 라운

드 코어 구조는 반복 구조로 구현하지만, padder 블록, 

라운드 코어블록, 출력 블록 간에는 블록 수준의 파이

프라인 처리를 적용하여 성능을 놓이도록 한다. 

셋째, 메시지 길이가 바이트의 배수가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SHA-3의 표준안에서 제시된 

모든 테스트 벡터를 만족하도록 한다.  

넷째, SHA-3의 최종 표준안에 도입된 영역 파라미터

는 메시지의 일부로 처리하여, 호스트 단에서 메시지의 

맨 뒤에 추가해서 입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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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세서의 전체 구조와 입출력 인터페이스 

해쉬 프로세서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padder 블록, 

round core 블록, output 블록으로 구성되며, 내부적으

로 datapath 블록과 control 블록으로 나뉜다. 각 블록의 

연산 시간이 알고리듬 별로 다르므로, 블록간 파이프라

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블록 간에 Busy 신호와 Start 신

호가  교환된다. 

Fig. 2 Architecture of hash processor  

3.3. Padder 블록 구조  

호스트 프로세서는 Padder 블록이 데이터를 받을 준

비가 된 경우 data-in 데이터를 32-비트 단위로 순차적

으로 전송한다. 단, 해쉬 알고리듬이 가변 길이의 입력

을 제공하므로 입력 메시지의 마지막을 알리는 

last_word =1 신호를 data-in과 함께 전송한다. 마지막 

워드가 32-비트가 아닌 경우 bit_num[4:0]로 타당한 비

트 수를 알려 준다.  last_word가 0인 경우는 마지막 워

드가 아닌 경우로 항상 32-비트 전송을 의미한다. 단, 

Padding 제어 프로토콜을 단순화하기 위해 마지막 워드

가 32-비트가 모두 타당한 경우는 last_word=1을 발생

시키지 않고, 대신 bit_num[4:0]=0, last_word=1인 추가

적인 데이터 입력  사이클을 호스트에서 발생한다.  입

력 메시지 길이가 1개의 블록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1

개의 블록이 채워지면 Padder 블록은 Padder_busy 신호

를 1로 만들어 호스트 프로세서가 추가의 데이터를 전

송하는 것을 막도록 한다. 채워진 블록은 라운드 코어

에  전달한 후 다시 Padder_busy 신호를  0으로 만든다.  

Padder 블록은 호스트 프로세서에서 블록을 채우는 동

작과 함께 마지막 블록의 경우 패딩 처리를 지원한다.  

SHA-3의 패딩 규칙 {10*1}에서 처음 1과 마지막 1은 

항상 존재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트이며, 가운데 0*은 0

개 이상의  0의 반복 비트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신된 

메시지 블록의 길이가 r-4, r-2비트인 경우 패딩 되는 값

은 그림 3(a)에 따라 각각 {10012}, {112}가 된다.  그림 

3(b)과 같이 메시지의 마지막 블록의 길이가 r-1 비트인 

경우 패딩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인 2-비트가 남아 있

지 않아서, 1개의 1을 채워 블록을 완성한 후, (r-1)개의 

0과 1개의 1로 구성된 새로운 블록을 추가로 생성하여 

라운드 코어에 전송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의 패딩 블

록 생성은 마지막 입력 블록이 r-비트인 경우에도 필요

하다. 패딩 동작은 해쉬 프로세서에서 가장 복잡한 동

작으로 내부 제어회로가 입력 받은 메시지의 길이를 유

지하고 있다가 요구사항에 맞는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Padder 블록에서 Round_core 블록으로 전달되는 블록

의 r-비트가 가변 길이 입력 메시지의 첫 번째 블록, 중

간 블록, 마지막 블록인지 여부에 따라  round-core의 입

력 처리가  다르므로 첫 번째와 마지막 블록을 나타내

는 start_seg과 last_seg 신호가 사용된다.  2개의 신호가 

모두 0인 경우는 중간 단계 메시지 블록을 나타낸다. 

(a)

(b) 

Fig. 3 Padding rule 
(a) m  ≤ (r-2)-bit (b) m=(r-1)-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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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3의 패당 규칙을 지원하는 padder 블록의 구조

는 그림 4와 같다. SHA-3의 4가지 모드와 SHAKE-256

은 다른 블록 길이(r)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드별로 다

른 초기 값을 갖는 pad-counter를 사용하며, 가장 긴 블

록 길이를 갖는 SHA3-224의 r=1152-b에 맞추어 36개

의 32-비트로 구성된 쉬프트 레지스터 구조를 구현한

다. LW_padder회로는 마지막 32-비트 워드인 경우 

bit_num[4:0]과 last_q를 사용하여 그림 3의 32-비트 

패딩 결과를 생성하며, MUX는 last_q=0,1에 따라 

{0...002} 혹은 {0...012}의 패딩 결과를 생성한다. 블록 

출력에 존재하는 MUX는 SHA-3 모드별로 PB_BUF에 

담긴 블록을 선택하고 좌측 정렬한 후 적절한 수(c-bit)

의 0을 추가하여 라운드 코어에  제공한다. 

Fig. 4 Padder block

3.4. Round-Core  블록 구조 

그림 5의 라운드 코어 블록은 식(1)의 5개의 세부 단

계(   )를 사용하여  24번의 라운드를 구현하는 

기능을 하며, 매 클록마다 1개의 라운드를 처리하는 구

조를 갖는다. 식 (1)의 5개의 세부 단계 동작 중  theta() 

단계는 인접 열사이에 11개의 비트의 조합 함수로 구현

하였다.  Rho() 단계는 64-비트로 구성된 각 lane을 행

과 열의 위치 (x,y)에 따라 결정되는  오프셋 길이만큼 

회전 이동하는 동작으로 구현하였다. pi() 단계는  행

과 열의 좌표 (x,y)에 따라 64-비트 lane의 위치를 조정

하는 동작으로 고정 배선으로 구현된다. chi() 단계는 

인접한 행의 다른 비트 간에 비선형 동작을 구현한다. 

Fig. 5 Round-Core block

마지막 iota() 단계는 (x,y)=(0,0)인 lane에 대해 라

운드 상수(RC)와 XOR 동작으로 구현된다. 라운드 

상수 생성 방안은 룩업 테이블로 구현하는 방안과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속도향상을 위해  그림 6(b) 구조와 같

은  on-the-fly 방식의 라운드 상수 발생 회로를 설계

하였다. update_logic은 그림 6(a)의 bit-serial GF 

divider[11]을 병렬 연산 구조로 수종해서 매 클록마

다  t=0, 7, 14, ... , 161로 7만큼 떨어진 간격으로 

 , 즉  mod    을 계산하는 

회로이다. 단, 첫 번째 라운드에 대응하는 

mod      값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값을 MUX로 바로 제공한다. LFSR_R 값

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GF_MUL_reduction 회로는 

 에 대해  j=0~6에 대응하는   를 생성

한다.  LFSR_R 값에    을 곱한 후 기약 다

항식으로 나눈 후, 추가적으로 mod x 동작을 하므로 

유한체 곱셈을 하지 않고  상수로 결정되므로  7개의 

결과는 각각  2개 이하의 XOR 연산으로 구현되어 룩

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속도 측면과 면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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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On-the-fly Round constant generator (a) Bit-serial 
Galois field divider (b) Round constant generator

3.5. Output  블록 구조 

Output 블록은 Padder 블록의 반대 동작을 한다. 라

운드 코어에서 계산한 SHA-3와  SHAKE-256의 결과를 

호스트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블록 간에  독립성을 

제공하고 블록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기 위해 라운드 코

어의 state 레지스터의 상위 1088-비트를 쉬프터 레지스

터 구조의 출력 레지스터(out_R[0] ~ out_R[33])에 병렬

로 저장한 후 Mode[2:0]에 따라 32-비트 단위로 좌측 이

동하면서 호스트에 결과를 전달한다. 단, SHAKE-256

의 경우  원하는 길이의 출력을 생성할 때까지  그림 1

의 출력 짜내기 단계를 수행하도록 라운드 코어에   

SHAKE_rep 신호로 지시한다. SHAKE-256 모드 동작 

시 10만 비트 이상의 난수를 지원하도록 출력의 블록 

수를 지시하는 8 비트의 SHAKE_out_length를 호스트

에서 제공된다.   

Ⅳ. 검증 및 성능 분석 

그림 7은 설계한 해쉬 프로세서의 SHA-3의 4가지 동

작 모드에 대한 블록 수준 파이프라인 동작을 나타낸다. 

단, 메시지가 3개의 블록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Fig. 7 Block-level pipeline for SHA3 algorithm
(message length = three blocks)

두 번째 입력 블록이  Padder 블록에 입력되는 시점

에 이전에 입력된 블록이 라운드 코어 블록으로 전달되

어 라운드 동작을 한다. Padder 블록과 라운드 코어 블

록간의  블록 수준 파이프라인 동작은 모든 메시지 블

록이 Padder 블록에 채워질 때까지 반복된다. 마지막 블

록이 라운드 코어에서 처리가 완료된 후 출력 블록으로 

전달되어 해쉬 결과를 32-비트 단위로 호스트로 전달한

다. SHA-3의 4가지 동작 모드별로 블록 길이(r-비트)와 

출력 길이(d-비트)가 다르므로 Padder 블록에서 32-비

트 단위로 블록을 입력하는 경우 필요한 사이클 수가  

모드별로 다르다.  SHA3-224의 경우 Padder 블록에 최

대 36 사이클이 필요하다. 반면 라운드 코어의 경우 24 

사이클로 고정이며, Output 블록에 필요한 사이클 수

는 SHA3-512의 경우가 최대 16 사이클이 필요하다. 

SHA-3의 경우 블록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결정하는 블

록은 Padder 블록이 된다. 전체 메시지가 1개의 블록 이

하인 경우 입력 메시지 처리 성능은 블록 파이프라인 

동작으로 병목 부분 블록의 사이클 수에 의해 결정되며, 

처리율이 식(4)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4)

그림 8은 입력 메시지가 2개의 블록으로 구성되고, 

출력 길이가 3개의 블록인 경우 SHAKE-256에 대한 블

록 수준 파이프라인 동작을 나타낸다. SHAKE-256의 

경우 출력 비트 생성에 대한 처리율은 식(5)과 같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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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lock-level pipeline for SHAKE-256 algorithm
(message length = two blocks)

설계한 해쉬 프로세서는  Verilog-2001 HDL로 모델

링하였으며, 동작 검증에 NIST에서 제공한 테스트 벡

터와 Modelsim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10]. 그림 9

는 입력 길이가 1630-비트인 경우 SHA3-256에 대한 

Modelsim  검증 파형을 나타낸다. 

Fig. 9 Modelsim simulation waveform for SHA3-256 with 
1630-bit message  

표 2는 해쉬 프로세서의 특성을 요약한 결과이다.  해

쉬 프로세서를 Xilinx Virtex5 칩을 사용하여 구현한 결

과 최대 동작 주파수가 220 MHz로 평가되었다. 식 (4)

과 식(5)을 적용한 결과 SHA3-512와 SHAKE-512는 각

각  5.28 Gbps와 7.04 Gbps의 처리율을 갖는다.  표 3은 

문헌에서 발표한 SHA3 프로세서와 비교한 결과이다. 

본 논문의 해쉬 프로세서는 5개의 기능 지원으로 하드

웨어의 복잡도 증가로 최장 경로의 지연 시간이 늘어나  

한 개의 라운드 코어를 기준으로 한 처리율은 기존 문

헌에 비해 떨어지지만, 블록 수준 파이프라인 동작으로 

여러 개의 연속된 메시지에 대한 해쉬 처리의 경우 성

능이 높아, 시스템 측면에서는 다른 프로세서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시뮬레이션 단계의 성능 평

가 다음에 FPGA 환경에서 USB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검증할 예정이다.  

Table. 2 Summary of Hash processor

 Hash algorithms
supported 

SHA3-224, SHA3-256, 
SHA3-384, SHA3-512

XOF algorithm SHAKE-256

operation 
scheme for round core

iterative operations 
(1 round per clock)

system-level operation 
scheme block pipeline scheme

message format supported bit-level 

RC generation scheme on-the-fly hardware

Throughput @220Mhz and 
1-block message

(SHA3)

SHA3-512 5.28  Gbps

SHA3-384 7.04  Gbps

SHA3-256 7.04  Gbps

SHA3-224 7.04 Gpbs

Throughput @220 Mhz 
(SHAKE-256) 7.04  Gbps

Max. Output length
(SHAKE-256)

278,528-bit 

FPGA Xilinx Virtex5 xc5vlx50 

Max. clock frequency 220 MHz

Table. 3 Comparison of  SHA-3 hash processors

[7] [9] this paper 

Algorithms 
supported

SHA3-224/ 
256/384/512

SHA3-512
SHA3-224/ 

256/384/512,
SHAKE-256

Message 
format

byte-level - bit-level

Round core 
structure

iterative round 
core

(128-bit I/O)

iterative round 
core

(2-stage )

iterative  
round-core

Padding 
scheme

hardware no hardware

# of 
processing

 cycles for a 
block 

25 48 24

Throughput
[Gbps]

5.70
@SHA3-512

25.4 
@SHA3-512

5.28 
@SHA3-512

Technology
FPGA

Xilinx Virtex5
xc5vsx240t

TSMC
65-nm

standard cell

FPGA
Xilinx Virtex5 

xc5vlx50 

Hardware
Resources

2573
 slices

49.1 K
[GE]

3887
slices

Max. Freq. 285 MHz 1.192 GHz 22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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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 표준 해쉬 알고리듬으로 채택된  

 SHA-3 알고리듬과 출력 확장 함수인 SHAKE-256을 

처리하는 해쉬 프로세서를 하드웨어로 설계한 후 검증

하였다. 해쉬 프로세서는 padder 블록, round core 블록, 

output 블록으로 구성되며, 블록 파이프라인 처리를 통

해 성능을 최적화한다. 라운드 코어는 매 클록당 1개의 

라운드를 처리하는 반복 구조를 갖고 있으며, Padder 블

록은 바이트 배수가 아닌 임의의 비트 길이 메시지 길

이를 지원하며 SHA-3의 모든 표준 벡터를 만족한다. 

또한 라운드 동작의 세부  iota() 단계에서 라운드 상수

를 테이블 룩업 방식이 아닌 on-the-fly 하드웨어 방식으

로 구현함에 의해서 면적과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

다. 설계된 해쉬 프로세서는 Virtex5 FPGA 환경에서  

최대 220 MHz의 클록 주파수를 가지며, SHA3-512의 

경우 최대 5.28Gbps의 처리율을 가지며, SHAKE-256

의 경우 7.04 Gbps의 난수 생성율을 제공한다.  다만 향

후 암호 분야에 폭넓게 응용하기 위해  SHAKE-256 지

원 확장과  회로의 신뢰성 향상 및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해쉬 프로세서가 지

원하지 않은 SHAKE128의 경우 Padder 블록과 Output 

블록의 확장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설계한 해쉬 프로세서는 임의의 비트 길이 메시지 지

원, 블록 파이프라인에 따른 높은 시스템 레벨 처리율,  

SHA-3와 SHAKE-256 알고리듬 지원으로 무결성, 디지

털서명, 키 생성, 난수, HMAC 등의 다양한 암호 분야

에  효율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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