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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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 key scheduler that generates the whitening keys and subkeys

simultaneously for both encryption and decryption processes. We construct the reverse LFSR and key generation blocks to generate the

keys for decryption process. Then, the new key scheduler is made by sharing the common logics for encryption and decryption pro-

cesses to minimize the increase in hardware complexity.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logic size is increased 1.31 time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HIGHT. However, the performance of HIGHT including the proposed key scheduler can be increased by two time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ounter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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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센서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여러 정보를 추

출, 가공 및 종합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창출하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홈 오토메이션, 환경 및 군사 모

니터링 분야의 경우 정보의 기밀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네

트워크상의 메시지 전송시 대칭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전송하

는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1]. 현재 ZigBee 무선 네트워크 표

준에서는 대칭키 알고리즘인 AES를 메시지 전송을 위한 암호

화 알고리즘으로 권장하고 있고, 센서 노드들은 하드웨어 암호

화 모듈을 내장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를 수행하

고, 수신 노드들은 메시지 수신 후 복호화를 수행하여 평문을

복원한다.

HIGHT 암호는 RFID 및 센서 네트워크처럼 낮은 가격, 저

전력, 경량화가 요구되는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 개발된 64-비

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2-5]. 기존 AES에 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경우 처리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복잡도가 적다는 장점을 갖는다. HIGHT 암호 알고리즘은 이

미 2010년 ISO/IEC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 등 실효성이 검

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활용 빈도가 적

고, DES 혹은 AES 와 같은 표준 암호들에 비해 최적화 및

성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HIGHT암호 알고리즘은 비록 저전력 및 경량화를 위한 암호

알고리즘이나, 최근 센서네트워크 구성이 점차 복잡해지고, 센

서 노드들 간의 데이터 송수신 빈도도 증가함에 따라, 전송할

데이터의 암호화와 수신한 데이터의 복호화를 병렬로 처리하여

센서 노드의 데이터 전송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5]. 본 논

문은 키 스케줄러가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키를 동시에 생

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회로로 구현한 후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기존 HIGHT 암호 알

고리즘 및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은 제안된 키 스케줄링 알

고리즘과 이를 이용한 키 스케줄러 회로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4장은 제안된 키 스케줄러 회로를 내장한 HIGHT 암호 프로세

서를 기반으로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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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GHT 암호 알고리즘

HIGHT 암호는 128비트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64비트 평

문을 암호화한다. 또한, 암호문을 반대로 복호화하여 평문을 복

원한다. 하드웨어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8비트 단위의 XOR, 모

듈러 덧셈 및 순환 이동을 주요 연산으로 수행한다. 

Fig. 1은 HIGHT 암호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동작 구조를 나

타낸다. 128비트 마스터키는 16개 바이트로 나뉘며, 키 스케줄

러를 통해 WK0부터 WK7까지 8개의 화이트닝키와 SK0부터

SK127까지 128개의 서브키를 생성한다. 생성된 키는 각각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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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라운드(Roundi) 연산에 이용된다. 초기변환과 32번의 반복적

인 라운드 연산 그리고 최종 변환을 한 후 평문은 암호문으로

암호화되고, 복호화는 이와 반대로 수행함으로써 암호문을 평문

으로 복원한다. 즉, 암호문이 입력되면, 최종변환, 반복적인 32

번의 라운드 연산, 그리고 초기변환순으로 연산하고, 이 때 키

스케줄러는 암호화의 역순으로 키를 생성한다.

HIGHT 암호 알고리즘의 키 스케줄은 128비트 마스터 키를

MK0부터 MK15의 16개의 바이트와 7비트 LFSR (liner feedback

shift register)의 출력, äi을 이용하여 연산하고, 초기변환과 최종

변환에 사용되는 화이트닝키와 반복적인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

는 서브키를 생성한다. 첫째, 화이트닝 키는 식 (1)과 같이 구해진다.

(1)

초기변환에 사용되는 화이트닝키, WK0부터 WK3은 각각,

MK12, MK13, MK14, MK15가 되고, 최종변환에 사용되는 WK4부

터 WK7은 각각, MK0, MK1, MK2, MK3이 된다.

둘째, 반복적인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는 SK0부터 SK127까지

128개의 서브키들은 LFSR 출력 äi와 해당 마스터키 바이트들을

모듈러 덧셈 연산하여 출력된다. 7비트 LFSR의 연결 다항식은

x7+x3+1이며, 이 다항식을 이용하여, LFSR은 127개의 주기를

갖는 수열을 출력한다. LFSR의 128번째 출력은 첫 번째 출력

과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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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따라서, i번째 클럭이 인가된 후 LFSR 출력, δi는 (Si+6, Si+5,

Si+4, Si+3, Si+2, Si+1, Si)로 표현되며, LFSR 회로는 Fig. 2와 같이

구현된다.

HIGHT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 서브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은 Fig. 3과 같이 표현된다. 따라서, 한 클럭에 총 16개의 서

브키 바이트가 생성되고 이는 총 8회 수행되어 32개의 반복

적인 라운드 연산에 필요한 서브키를 출력한다. 또한, 서브키

생성을 위한 키 스케줄 회로는 일반적으로 Fig. 4와 같이 구

성한다. LFSR 회로에 16번 클럭이 인가되면, 16개의 LFSR

출력 δi가 획득된다. 그 후, 해당 마스터키 바이트와 δi를 각각

모듈러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라운드 연산에 사용

되는 서브키가 된다.

WKi

MK
i 12+ 0 i 3≤ ≤,

MK
i 4– 4 i 7≤ ≤,

=

S
i 6+ S

i 2+ x or S
i 1–←

Fig. 1. Overall architecture of HIGHT cryptography processor.

Fig. 2. The typical LFSR circuit for HIGHT algorithm.

Fig. 3. SubKey generation algorithm.

Fig. 4. SubKey generation circuit for HIGHT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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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된 키스케쥴러 회로와 이를 채택한

HIGHT 암호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 스케줄러는 암호화 및 복호화를 동

시에 연산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암·복호화 과정과 키

스케줄링 과정의 클럭 매치를 통해 전체 회로가 하나의 클럭을

기준하여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된 키 스케줄러를 채택한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전체 구조는 Fig. 5와 같다. Fig. 1에

나타낸 일반적인 HIGHT 암호 프로세서 구조와 비교하면, 키

스케줄러가 암호화 및 복호화 회로에 동일한 키 스케줄링 시퀀

스로 필요한 화이트닝 키와 서브 키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

야 한다. 그 후 평문은 암호화 회로로, 암호문은 복호화 회로로

동시에 입력되고, 키 스케줄러는 하나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각각의 회로 연산에 필요한 화이트닝키와 서브키를 동시에 생

성하고 동시에 각 회로에 전송한다. 

암·복호화 동시 실행을 위해서는 기존 HIGHT 암호화에 사

용되는 LFSR과 반대로 δ'i를 생성하며, 동일하게 127번의 생성

주기를 갖도록 하는 역LFSR과 암호화에 사용되는 마스터 키와

역방향으로 바이트 단위의 로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

인 회로가 요구된다.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3.1 역 LFSR 알고리즘 및 회로 구현

기존 HIGHT 암호화에 사용되는 LFSR의 생성 규칙은 식 (2)

와 같고, 이의 회로 구성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생성된 7-비트

수열은 127의 주기를 갖기 때문에 δ0은 δ127과 동일한 값을 갖

는다. δ0는 (S6, S5, S4, S3, S2, S1, S0)이 되고, 이와 동일한 값을

갖는 δ127은 (S133, S132, S131, S130, S129, S128, S127)로 표시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 LFSR의 출력, δ'i 은 LFSR 출력, δi와

같이 127개의 주기를 갖는 대신 출력되는 7비트의 순서가 LFSR

의 출력 순서와 역방향이 된다. 즉, δ'0은 LFSR 출력, δ127과 동

일하고 δ'1은 LFSR 출력, δ126과 같게 된다. 따라서, 역 LFSR의

초기값, δ'0은 LFSR의 127번째 출력, δ127인 (S133, S132, S131, S130,

S129, S128, S127)과 같이 표현되고, LFSR의 초기값, δ0과 동일하

게 (1, 0, 1, 1, 0, 1, 0)이 세트된다. 반면 LFSR과 반대로 쉬프

트 연산을 수행하며, δ'i는 식 (3)과 같이 생성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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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표현될 수 있다. i번

째 클럭에 하나의 δ'i를 출력하는 LFSR 회로는 Fig. 6과 같이

구현된다.

3.2 복호화 키 생성 알고리즘 및 회로 구현

HIGHT 복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 알고리즘과 같은 화이트닝

키와 서브키를 사용하나, 순서가 다르다. 복호화 알고리즘의 경

우 암호화 알고리즘의 초기변환에 사용되는 WK0부터 WK3은

최종변환에 사용하고, 암호화 알고리즘의 최종변환에 사용하는

WK4부터 WK7은 초기 변환에 사용한다. 따라서,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4)

복호화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서브키 바이트들은 SK'i로 표

시되며,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5)

따라서, 암호화를 위한 서브키 생성과 비슷하게, 복호화를 위

한 서브키 생성을 위한 키 스케줄 회로는 Fig. 7과 같이 구성한

다. LFSR 회로에 16번 클럭이 인가되면, 16개의 LFSR 출력 δ'i

가 획득된다. 그 후, 해당 마스터키 바이트와 δ'i를 각각 모듈러

S127 i– S129 i– x or S138 i–←

WK′
MKi 0 i 3≤ ≤,

MK
i 8+ 4 i 7≤ ≤,

=

SK
i
′ SK

i
 i, 0 1 … 127, , ,= =

Fig. 5.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parallel HIGHT processor with

encryption and decryption.

Fig. 6. Proposed inverse LFSR architecture.

Fig. 7. Typical Subkey generation circuit for de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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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복호화를 위한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는 서브키, SK'i가 된다. 

3.3 마스터 키를 암·복호화 공유 키 생성 회로

키 스케줄링에 사용되는 마스터키는 Fig. 4와 Fig. 7에 나타

낸 것처럼 MK15부터 MK0까지 16개의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암호화 및 복호화 연산을 위한 서브키 생성 회로를 각

각 구성할 경우 회로 크기가 커지는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스터 키를 공유하는 암·복호화 키 생

성 회로를 구성한다. 

암·복호화 서브키 생성회로는 16개 마스터키 바이트들과 16

개의 7비트 LFSR 및 16개의 7비트 역 LFSR 출력들을 연산하

여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서브키, SK 16개 바이트 및 SK'

16개 바이트를 동시에 생성한다. 따라서, 32번의 라운드 연산을

위해서는 암호화 회로를 위해 총 8회의 바이트 단위의 로테이

션이 수행되고, 복호화 회로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8번의 역 바

이트 단위 로테이션이 요구된다. 암호화 및 복호화 연산을 위해

오퍼랜드로 사용되는 마스터키 바이트들의 번호는 Fig. 8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8개의 바이트 단위로 로테이션 연산을 수행

하기 때문에 하위 바이트들만 표기하였다.

Fig. 8에서 나타낸 것처럼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모두 8번의

바이트 단위의 로테이션 연산을 수행하면 초기 입력된 마스터

키와 동일하게 된다. 또한, 암호화 회로를 위해 사용되는 마스

터 키와 복호화 회로를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 키의 조합은 그

림 8에 나타낸 것처럼 4회마다 동일하게 된다. 또한, 연산 횟수

가 증가할 때마다 복호화회로에 사용되는 마스터키는 암호화 회

로에 사용되는 마스터키를 2×i비트 (i=0, 1, 2, 3) 왼쪽 쉬프트

한 값을 로드하여, 암호화를 위한 마스터키 레지스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28비트의 저장 공간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

기 때문에, 병렬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 복잡도 증가가 적어진다.

제안된 키 스케줄러 회로는 HIGHT 암·복호화 동시 실행을

가능하다.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는 평문 혹은 암호문을

수신한 후, 이의 암호화 혹은 복호화를 선택하여 암호문 혹은

평문을 출력한다. 반면, 제안된 키스케줄러 회로를 사용할 경우

평문과 암호문을 동시에 입력한 후, 병렬로 처리한다. 따라서,

암호화 및 복호화를 교차로 실행하는 기존 HIGHT 암호 프로

세서에 비해 동작 속도를 2배로 향상시킬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암·복호화 병렬 처리를 위한 키스케줄

링 알고리즘은 C언어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여 검증하였

다. 또한, 이를 토대로 VHDL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설계를 수

행하고, Xilinx사의 FPGA를 이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로,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서브키, SKi와 SK'i 생성

을 위한 LFSR 및 역 LFSR의 동작 검증은 Fig. 9에 나타내었

다. LFSR 및 역 LFSR의 첫 번째 출력과 127번째 출력은 모두

‘5a’로 동일하고, 이는 두 회로들의 출력은 모두 127개의 주기

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 LFSR의 출

력, δ'i은 LFSR 출력, δi와 같이 127개의 주기를 갖는 대신 출력

되는 7비트의 순서가 LFSR의 출력 순서와 역방향이 된다. 그

림 9에 나타낸 것처럼 역 LFSR의 첫 번째 클럭에서의 출력, δ'1

는 ‘6d’로 이는 LFSR의 126번째 출력, δ126과 같고, LFSR의 첫

번째 출력, δ1은 역 LFSR의 126번째 출력, δ'126과 ‘35剌Œ 같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역 LFSR 회로는 정확한 동

작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LFSR 및 역 LFSR의 출력을 마스터 키와의 연관

하여 연산한 후 서브 키의 생성 결과를 확인하였다. C 언어 모

델 및 VHDL을 이용한 동작 검증을 수행하였다. Fig. 10에 나

타낸 것처럼, 제안된 키 스케줄러 회로가 정상적으로 암호화를

위한 4개의 서브키, SK 바이트들과 복호화를 위한 4개의 서브

키, SK' 바이트들을 정상적으로 생성함을 확인하였다.

Fig. 8. Master key rotation result for both encryption and decryption

key generation.

Fig. 9. Simulation results of LFSR and inverse LFSR for encryption

and de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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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ig. 11에 나타낸 것처럼 평문과 암호문을 동시에

입력한 후 암·복호화를 병렬로 처리함을 확인하였다. 동작 시

뮬레이션은 레나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나 영

상 데이터의 원본 이미지인, Original_img와 이의 HIGHT 암호

화된 이미지 데이터, Encryption_img를 각각 HIGHT 암·복호

화 패킷 크기인 64바이트씩으로 분할하여 연속적으로 제안된

HIGHT 암호 프로세서에 입력하였다. 암호화와 복호화를 동시

에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HIGHT 암호화된 이미지, Encryption_img

와 암호 영상을 복호한 Decryption_img를 얻었고, 원본 이미지

데이터와 복호화된 이미지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제안된 HIGHT 암호 프로세서는 동시에 암호화

및 복호화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제안된 회로의 하드웨어 복잡도는 표 1과 같다. 역 LFSR 구

조는 기존 LFSR 구조와 동일한 크기로 구현되었고, LFSR 부

의 회로 크기는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2배가 된다. 그

러나, 서브키 생성부의 경우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에 사

용된 회로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그림 8에 제시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멀티플렉서 4개와 모듈러 덧셈기 4개만이

추가되었다. Table 1에 나타낸 것처럼, 제안된 회로는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키 스케줄러와 비교하여 복잡도가 1.3배 증가

하였고, 2,142의 게이트로 구성된다. 기존 HGHT 암호 프로세

서는 3,048 게이트로 구성되며, 이 중 키 스케줄러 회로는 약

50%를 차지한다. 제안된 키 스케줄러 회로를 내장한 HIGHT 암

호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복잡도는 기존 HIGHT 프로세서에 비

해 1.41배 증가하였다. 

동작속도 면에서,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는 암호화와 복

호화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나, 단 방향인, Half-duplex 방식으

로 동작하는 반면, 제안된 키 스케줄러 회로를 포함한 HIGHT

암호 프로세서는 암호화 및 복호화를 Full-duplex 방식으로 처

리할 수 있어, 동작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따라서, 센서 네트

워크 특히, 센서 노드들 간의 데이터 전송 빈도가 높고, 빠른 송

수신을 필요로 하는 전달 노드의 경우 제안된 HIGHT 암호 프

로세서를 적용할 경우 암·복호화를 기존 대비 2배의 속도로

수행할 수 있다.

5. 결 론

센서 네트워크의 복잡도 증가로 인해, 센서 노드들이 데이터

송수신 빈도가 높아지고, 데이터의 전송 속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송수신 정보를 암·복호화해야 하는 경우 센서 노

드들이 내장한 암호 프로세서가 암·복호화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경우 암

호화 및 복호화를 모두 지원하나, 반이중 방식으로 암호화 혹은

복호화를 교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논문은 암호

Fig. 10. Simulation results of subKey generation for parallel pro-

cessing of encryption and decryption.

Fig. 11. Simulation result of HIGHT encryption and decryption

using Lena image.

Table 1. Comparison results of hardware complexity between the

proposed scheduler and its counterpart

Component
Original HIGHT

Presented in [2]

Proposed

HIGHT

RoundFunction 838 1,616

Key Scheduler 1,648 2,142

Control logic 562 562

Total 3,048 4,320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proposed HIGHT cryptography

processor with conventional HIGHT one

Algorithm
Maximum

throughput

Maximum

Frequency

Original HIGHT[2] 151 Mbps 80 MHz

Proposed HIGHT 470 Mbps 125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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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복호화에 필요한 화이트닝 키와 서브 키를 하나의 마스터

키로부터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제안된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VHDL을 이용하여 합성

한 후, Xilinx사의 FPGA를 이용하여 동작을 검증하였다. 제안

된 키 스케줄러 회로의 하드웨어 복잡도는 기존 HIGHT 암호

프로세서에 사용된 키 스케줄러 회로에 비해 1.3배 증가하였고,

제안된 키 스케줄러 회로를 내장한 HIGHT 암호 프로세서는 기

존 반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 HIGHT 암호 프로세서에 비해

1.41배 회로 크기가 증가한다. 반면, 제안된 HIGHT 암호 프로

세서는 암호화와 복호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2배 향상되었다. 제안된 HIGHT 암호 프로세서의 전체

하드웨어 크기는 RFID 표준이 요구하는 암호 회로의 크기, 즉

5,000 게이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RFID를 이용한 다중 센

서네트워크에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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