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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ＳＨＡ－１ 해쉬값 연산 장치 및 방법

요약

  SHA-1 해쉬값 연산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SHA-1 해쉬값 연산 장치는 입력 데이터 및 입력 데이터를 소정 처
리한 결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W 데이터를 출력하는 W 데이터 출력부, 저장부 A에 저장된 A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B,
저장부 B에 저장된 B 데이터를 소정 비트 회전 이동하여 저장하는 저장부 C, 저장부 C에 저장된 C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
장부 D, 저장부 D에 저장된 D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E, A 데이터를 소정 비트 회전 쉬프트한 결과, 상기 B, C, D 데이
터를 소정 함수로 논리 연산한 결과 상기 E 데이터, 상기 W 데이터 및 소정 상수와 소정 논리 연산하여 저장하는 저장부
A, 소정의 주기마다 상기 각 저장부 A, B, C, D, E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각각의 초기값을 각각 가산하는 가산부를 포함한
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부피가 작고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고속의 해쉬 함수 연산이 가능하게 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SHA-1 해쉬값 연산 장치의 일 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A 레지스터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1의 W 레지스터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SHA-1 해쉬값 연산 방법의 일 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5는 도 4의 중간값 생성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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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도 5의 W 레지스터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요 정보의 인증과 무결성을 위한 수단인 디지털 서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메시지를 압축하는 기능을 하
는 해쉬 함수를 연산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SHA(Secure Hash Algorithm)는 NIST에 의해서 개발된 전용 해쉬 알고리듬으로써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180-1에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SHA-1 알고리듬은 임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메시지
를 분리하거나 0 패딩의 방법을 이용하여 512 비트 단위로 만든 후 80회의 라운드 연산 과정을 수행한 후 160 비트의 압
축된 메시지 값을 출력한다. 따라서 디지털 서명시에는 압축된 메시지에 대해서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기 때문에 보다 짧은
시간에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게된다.

  해쉬 알고리듬이 디지털 서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만큼 해쉬 알고리듬 수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되고, 해쉬 프로세서의 추가로 인한 전체 시스템의 부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프로세서의 크기를 되도록 작
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SHA 알고리듬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소프트웨어 구현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파워 소모도 작으며, 안전성도 높은 SHA-1 하드웨어 프로세서의 개발이 시급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부피가 작고 안정성이 높으며 고속의 해쉬 함수 연산이 가능한 SHA-1 함수 연
산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SHA-1 해쉬 함수의 하드웨어 구현 방법에 관한 것이다. SHA-1 알고리듬은 임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
서 데이터를 일정 길이로 자르거나 0을 패딩하여 입력 데이터를 512 비트 길이로 만든 후 라운드 연산을 반복 수행하여
160 비트의 해쉬값을 얻는다. 해쉬 함수는 디지털 서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메시지를 축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므로 해쉬함수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되고, 또한 해쉬 함수가 추가되어 시스템 전체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해쉬 함수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W 값의 생성 후 라운드 연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W 값 생성과 라운드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는 80개의 워드(word), 즉, W0 ~ W79를 모두 저장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쉬 함수 구현에 필요한 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SHA-1 해쉬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구현에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이를 위해서 SHA-1 알고리듬을 위한 레지스터들의 구현 방법과 컨트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SHA-1 해쉬값 연산 장치는 쉬프트와 f 함수 연산 그리고 덧셈기로 구성된 제 1 저장수단, 클럭 신호에 따라
입력을 받고 이전의 입력 값을 출력하는 제 2 저장수단, 쉬프트 연산기가 포함된 제 3 저장수단, 쉬프트 연산기와 32비트
덧셈기가 포함된 제 4 저장수단, 해쉬값 연산의 컨트롤을 담당하는 제 1 컨트롤러, 라운드 연산 후 해쉬값을 계산하기 위한
각종 덧셈기로 이루어진다.

  또한, W0부터 W79까지 80개의 32 비트 W 값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16개의 W 값을 저장하기 위
한 저장 수단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SHA-1 해쉬값 연산 장치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양을 줄였고, W
값을 미리 생성 한 후 라운드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W 값 생성과 동시에 라운드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해
쉬값을 생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들 W값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은 16개의 32비트 W 값을 저장하되 매 클럭마다 왼쪽으로 32비트씩 회전하여 최상
위 32비트 위치의 W 값을 라운드 연산에 사용함으로써 제 1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다 단순화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1관점에 따른 SHA-1 해쉬값 연산 장치는, 입력 데이터 및 상기 입력 데이터를 소정 처리한 결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W 데이터를 출력하는 W 데이터 출력부, 저장부 A에 저장된 A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B, 저장부 B에 저장된
B 데이터를 소정 비트 회전 이동하여 저장하는 저장부 C, 저장부 C에 저장된 C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D, 저장부 D에
저장된 D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E; 상기 A 데이터를 소정 비트 회전 쉬프트한 결과, 상기 B, C, D 데이터를 소정 함수
로 논리 연산한 결과, 상기 E 데이터, 상기 W 데이터 및 소정 상수와 소정 논리 연산하여 저장하는 저장부 A, 및 소정의 주
기마다 상기 각 저장부 A, B, C, D, E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각각의 초기값을 각각 가산하는 가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가산부로 가산 제어신호를 인가하고, 상기 저장부 A로 변환 제어신호를 인가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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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저장부 A는 상기 A 데이터를 5비트 회전 쉬프트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부, 상기 변환 제어 신호
에 따라 함수를 변환하여 상기 B, C, 및 D 데이터를 연산하는 변환 함수 연산부, 상기 변환 제어 신호에 따라 상수를 변환
출력하는 상수 변환부, 및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 상기 변환 함수 연산부, 상기 상수 변환부, 상기 저장부 E 및 저장부 W의
출력을 가산하는 가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레지스터 A, B, C, D, 및 E의 저장과 저장부 W의 출력은 동일 주기에 이루어지고, 상기 제어부는 상
기 가산 제어 신호를 80 주기마다 인가하고, 상기 변환 제어 신호는 20 주기마다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저장부 W는 32비트 단위의 16개의 W 데이터 중에서 제 1 W 데이터를 출력하고, 전체 W 데이
터를 32비트 쉬프트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부, 상기 데이터 저장부 W의 제 1 및 제 3 W 데이터를 XOR 연산한 결과와 제 9
및 제 14 W 데이터를 XOR 연산한 결과를 다시 XOR 연산하여 1비트 회전 쉬프트하여 궤환하는 궤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관점에 따른 SHA-1 해쉬값 연산 방법은, 레지스터 A, B, C, D, 및 E에 초기값을 저장하는 초기값 저장 단
계, 입력 데이터를 레지스터 W에 저장하는 입력 데이터 저장 단계, 상기 레지스터 A, B, C, D, E, 및 W에 각각 저장된 A,
B, C, D, E, 및 W 값을 처리하여 새로운 A, B, C, D, E, 및 W 값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A, B, C, D, E, 및 W 값을 각각
레지스터 A, B, C, D, E, 및 W에 저장하는 중간값 생성 단계, 및 상기 중간값 생성단계가 소정 횟수 반복된 후, 상기 레지스
터 A, B, C, D, E에 저장된 값을 각각 상기 레지스터 A, B, C, D, 및 E의 초기값과 가산하여 최종값을 생성하는 최종값 생
성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중간값 생성 단계는, 상기 레지스터 A에 저장된 A 값을 5비트 회전 쉬프트한 값, 상기 레지스터
B, C, 및 D에 각각 저장된 B, C, D 값을 소정의 함수로 연산한 값, 및 상기 레지스터 E에 저장된 E 값, 소정의 상수, 및 상기
레지스터 W의 저장된 W 값 중 소정의 비트 값을 연산하여 중간값 A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레지스터 B에 저장된 B 값을
30비트 회전 쉬프트하여 중간값 C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레지스터 A에 저장된 A 값, 상기 레지스터 C에 저장된 C 값, 및
상기 레지스터 D에 저장된 D값을 각각 상기 레지스터 B, D, 및 E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중간값 A 및 C 를 각각 레지스터
A 및 C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레지스터 W에 저장된 소정의 비트값을 서로 연산하여 궤환 입력하고, 상기 레지스터 W
에 저장된 비트값을 32 비트 쉬프트하여 생성된 W 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소정 함수 및 상기 소정 함수는 변환 제어 신호에 따라 변환되고, 상기 가산부는 상기 가산 제어
신호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가산 제어 신호는 중간값 생성단계가 80회 반복될 때마다 인가되고, 상기 변환 제어 신호는 중
간값 생성단계가 20회 반복될 때마다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레지스터 W는 저장된 32비트 단위의 16개의 W 데이터 중에서 최상위인 제 1 W 데이터를 출력
하고, 전체 W 데이터를 32비트 쉬프트하며, 상기 데이터 저장부 W의 제 1 및 제 3 W 데이터를 XOR 연산한 결과와 제 9
및 제 14 W 데이터를 XOR 연산한 결과를 다시 XOR 연산하여 1비트 회전 쉬프트하여 궤환하는 궤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 본 발명은 작은 부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쉬값을 연산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은 첨부된 도면 및 아래의 상세한 설명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SHA-1 해쉬값 연산 장치 및 해쉬값 연산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SHA-1 해쉬값 연산 장치의 일 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
에 따른 SHA-1 해쉬값 연산 장치는 라운드 연산 및 해해쉬값성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100), 해쉬값 생성에 필요한 A,
B, C, D, E, W 값을 계산하고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101, 102, 103, 104, 105, 106), 컨트롤러의 hash_ready신호에
따라 활성/비활성화 되는 32비트 덧셈기(107, 108, 109, 110, 111)들을 구비한다.

  도 1의 SHA-1 프로세서 구성도의 동작을 살펴보면, 해쉬 함수값 계산이 시작되면 B 레지스터(102), C 레지스터(103),
D 레지스터(104), E 레지스터(105)의 초기값과 W 레지스터(106)의 최상위 32비트값이 A 레지스터(101)의 입력 값으로
들어간다. A 레지스터(101)에서는 다음 라운드의 A 값을 계산하고 이와 동시에 B 레지스터(102), C 레지스터(103), D 레
지스터(104), E 레지스터(105) 에서도 다음 라운드의 B, C, D, E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A 레지스터의 값은 B 레지스터(102)와 32비트 덧셈기(107)에 동시에 들어가고 초기 B 레지스터 (102)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B 레지스터(102) 값은 C 레지스터(103)와 32 비트 덧셈기(108)에 동시에 들어간다. 초기 C 레지스터
(103)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C 레지스터(103) 값은 D 레지스터(104)와 32 비트 덧셈기(108)에 동시에 들어간다. 초기
D 레지스터(104)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D 레지스터(104) 값은 E 레지스터(105)와 32 비트 덧셈기(111)에 들어간다. 이
로써 첫 번째 라운드 연산이 끝나게 된다.

  두 번째 라운드 연산은 다음 클럭이 1이 되는 순간 시작되고, 이때 각 레지스터는 각각의 32비트 입력값을 받아서 각 레
지스터의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결과값을 해당 레지스터와 32비트 덧셈기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라운드 연산에 사용되는
덧셈기는 컨트롤러로부터 hash_ready가 1의 값을 갖는 신호를 받았을 때에만 덧셈기로 동작하고, hash_ready 신호가 0
일 때에는 동작하지 않는다. 또한 hash_ready 신호는 초기값이 0으로 되어 있다가 컨트롤러 내부의 카운터가 0 부터 1씩
증가해서 79가 되는 순간 1의 값으로 바뀐다.

  hash_ready 신호가 1이 되면 A 레지스터(101)의 출력 32비트값과 A 레지스터(101)의 초기값이었던 32비트 h0 값이
32비트 덧셈기(107)의 입력이 되어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값은 해쉬값 연산 장치 출력 값의 최상위 32비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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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159:128]　이 된다. 이와 동시에 B 레지스터(102)의 출력 32비트값과 B 레지스터(102)의 초기값이었던 32비트 h1
값이 32비트 덧셈기(108)의 입력이 되어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값은 해쉬값 연산 장치 출력 값의 다음 상위 32비트 값
　out[127:96]　이 된다.

  C 레지스터(103)의 출력 32비트값과 C 레지스터(103)의 초기값이었던 32비트 h2 값이 32비트 덧셈기(109)의 입력이
되어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값은 해쉬값 연산 장치 출력 값의 다음 상위 32비트 값 　out[95:64]　이 된다. D 레지스
터(104)의 출력 32비트값과 D 레지스터(104)의 초기값이었던 32비트 h3 값이 32비트 덧셈기(110)의 입력이 되어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값은 해쉬값 연산 장치 출력 값의 다음 상위 32비트 값 　out[63:32]　이 된다. E 레지스터(105)의
출력 32비비트값과 레지스터(105)의 초기값이었던 32비트 h4 값이 32비트 덧셈기(111)의 입력이 되어 덧셈 연산을 수행
하고 결과값은 해쉬값 연산 장치 출력 값의 마지막 32비트 값 　out[31:0]　이 된다. 이로써 160 비트의 해쉬값이 계산된
다.

  A 레지스터(101)와 W 레지스터(106)의 내부 연산은 도 2와 도 3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B 레지스터(102), C 레지
스터(103), D 레지스터(104), E 레지스터(105)의 내부 연산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B 레지스터(102)와 D 레지스터
(104), E 레지스터(105)는 단순히 클럭이 1이 될 때 각 레지스터의 32비트 입력값을 출력 값으로 내보내는 기능만을 하는
일반적인 레지스터이다.

  반면 C 레지스터(103)는 클럭이 1이 되는 순간 32비트 입력값을 왼쪽으로 30비트 회전 쉬프트 연산한 결과값을 출력으
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이다. 즉, C 레지스터의 입력 값 중 최하위 두 비트는 C 레지스터의 출력 값의 최상위 두
비트가 되고, 입력값의 최상위 비트는 출력값의 상위 3번째 비트가 된다.

  도 2는 도 1의 A 레지스터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SHA-1 프로세서의 구성
도(제1도) 중 A 레지스터(101)의 구현도를 나타낸다. 도 2를 살펴보면, 매 클럭마다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 A, B, C, D, E,
W 값과 sel 값을 이용하여 A 레지스터(200) 내부에서 연산을 하는데, 32비트의 A 값은 왼쪽으로 5 비트만큼 순환 쉬프트
연산을 수행하고, B, C, D 값은 2 비트의 sel 값에 따라 변화하는 f 함수의 입력이 되고 f 함수 연산을 수행하여 32비트의
결과값이 나온다.

  Sel 신호값은 해쉬값 연산 장치의 컨트롤러(100)의 출력값으로써 컨트롤러 내부 카운터가 0 에서 19의 값을 가질 때 　
00 의 값이 되고, 컨트롤로 내부 카운터 값이 20 에서 39의 값일 때 　01, 40 에서 59의 값일 때 　10, 60 에서 79의 값일
때 　11 의 값이 된다. Sel 신호값에 따른 f 함수의 변화는 아래 수식과 같다.

  F(B,C,D) = (B and C) or (not B and D) (sel = 00)

  F(B,C,D) = (B xor C xor D) (sel = 01 or sel = 11)

  F(B,C,D) = (B and C) or (B and D) or (C and D) (sel = 10)

  또한 K 레지스터도 해쉬값 연산 장치의 컨트롤러(100)의 출력값인 sel 신호값에 따라 연산 결과가 달라지는데, sel 신호
값이 　00　 일 때 K 레지스터의 출력값은 16진수 　5A827999, sel 신호값이 　01　 일 때 K 레지스터의 출력값은 16진
수 　6ED9EBA1, sel 신호값이 　10　 일 때 K 레지스터의 출력값은 6진수 　8F1BBCDC, sel 신호값이 　11　 일 때 K
레지스터의 출력값은 16진수 　CA62C1D6　이 된다.

  A 값 쉬프트 연산기(201)의 결과값과 f 함수 연산기(202)의 결과값은 32비트 덧셈기(205)의 입력이 되어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A 레지스터 (200)의 입력 값 중 E 와 W 값은 32비트 덧셈기(204)의 입력으로 들어가 덧셈 연산이 수행된다. 32
비트 덧셈기(204)의 결과값은 K 레지스터(203)의 결과값과 함께 32비트 덧셈기(207)의 입력이 되어 덧셈 연산을 수행한
다. 그리고 32비트 덧셈기(205)의 덧셈 결과값과 32비트 덧셈기(207)의 덧셈 결과값은 다시 32비트 덧셈기(206)를 통하
여 더하여 지고 이 결과값이 레지스터의 출력값이 된다. 이들 모든 과정이 한 클럭에 수행된다.

  도 3은 도 1의 W 레지스터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SHA-1 프로세서의 구성
도(제 1도) 중 W 레지스터(106)의 구현도를 나타낸다.

  도 3을 살펴보면, 512 비트의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W0(301)부터 W15(316)까지 차례로 32비트씩 저장이 된다. 즉,
512비트 입력 데이터의 최상위 32비트는 W0(301)에, 최하위 32비트는 W15에 저장된다. 클럭이 1의 값이 되는 순간 W0
가 W레지스터(106)의 출력값이 되고, W0(301)와 W2(303)를 xor 연산(317)하고, W8(309)과 W13(314)을 xor연산
(319) 한 후 결과값들을 각각 xor 연산(318)한 결과를 1 비트씩 왼쪽으로 회전 쉬프트(320)한 값을 W15(316)에 저장하면
서 32 비트씩 왼쪽으로 쉬프트한다.

  따라서 W1(302)의 값이 W0(301)의 위치로 가고, W2(303)의 값이 W1(302)의 위치로 가고, 1비트 왼쪽 회전 쉬프트 연
산기(320)의 출력값은 W15(316)의 위치로 간다. 다음 클럭이 1이 되는 순간 W0 위치에 있는 32비트 데이터가 W레지스
터(106)의 출력값이 되고 xor 연산들(317, 319, 318)과 회전 쉬프트 연산(320)이 수행되고 W0부터 W15(301 ~ 316)까
지의 값들이 왼쪽으로 32비트씩 쉬프트하는 과정이 80회의 라운드 연산동안 반복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SHA-1 해쉬값 연산 방법의 일 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먼저, 레지스터 A,
B, C, D, 및 E에 초기값을 저장한다(410). 입력 데이터가 W 레지스터에 저장되면(420), 레지스터 A, B, C, D, E, 및 W에
각각 저장된 A, B, C, D, E, 및 W 값을 처리하여 새로운 A, B, C, D, E, 및 W 값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A, B, C, D, E, 및
W 값을 각각 레지스터 A, B, C, D, E, 및 W에 저장하여 중간값 생성한다(430).

  도 5는 중간값 생성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6은 그 중 W 레지스터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중간값 생성 과정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인 장치 발명을 통해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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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값 생성은 80회 반복하여 수행되고(440), 반복 횟수가 20의 배수인 경우(460)마다 레지스터 A의 함수와 상수가 변
환된다(470). 중간값 생성이 80회 반복된 후, 레지스터 A, B, C, D, E에 저장된 값을 각각 레지스터 A, B, C, D, 및 E의 초
기값과 가산하여 최종값을 생성한다(450).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 본 발명의 SHA-1 해쉬값 연산 장치 및 방법은 W 값과 해쉬값을 동시에 계산하므로 해쉬값
계산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80개의 W값을 모두 저장할 필요 없이 한 번에 16개 씩 만을 저장하여 해쉬값 연산에 필
요한 W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적은 면적 및 빠른 속도로 해쉬값을 연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컨트롤러 내부의 카운터 값을 이용하여 sel신호를 내보내고, 이 신호를 이용하여 해쉬값 생성에 필요한 연산을 하
므로 연산이 더욱 단순해지고, W 레지스터에서 32비트 왼쪽 쉬프터를 이용함으로써 W 레지스터의 출력값이 항상 W0 위
치의 값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W 레지스터 컨트롤이 단순해진다.

  본 발명이 비록 본 발명의 일부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
고, 청구범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기 실시예의 변형 또는 개량에도 미쳐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데이터 및 상기 입력 데이터를 소정 처리한 결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W 데이터를 출력하는 W 데이터 출력부;

  저장부 A에 저장된 A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B;

  저장부 B에 저장된 B 데이터를 소정 비트 회전 이동하여 저장하는 저장부 C;

  저장부 C에 저장된 C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D;

  저장부 D에 저장된 D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E;

  상기 A 데이터를 소정 비트 회전 쉬프트한 결과, 상기 B, C, D 데이터를 소정 함수로 논리 연산한 결과, 상기 E 데이터,
상기 W 데이터 및 소정 상수와 소정 논리 연산하여 저장하는 저장부 A;

  소정의 주기마다 상기 각 저장부 A, B, C, D, E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각각의 초기값을 각각 가산하는 가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산부로 가산 제어신호를 인가하고, 상기 저장부 A로 변환 제어신호를 인가하는 제어부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 A는,

  상기 A 데이터를 5비트 회전 쉬프트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부;

  상기 변환 제어 신호에 따라 함수를 변환하여 상기 B, C, 및 D 데이터를 연산하는 변환 함수 연산부;

  상기 변환 제어 신호에 따라 상수를 변환 출력하는 상수 변환부; 및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 상기 변환 함수 연산부, 상기 상수 변환부, 상기 저장부 E 및 저장부 W의 출력을 가산하는 가산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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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항에 있어서, 레지스터 A, B, C, D, 및 E의 저장과 저장부 W의 출력은 동일 주기에 이루어지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가산 제어 신호를 80 주기마다 인가하고, 상기 변환 제어 신호는 20 주기마다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
값 연산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 W는 32비트 단위의 16개의 W 데이터 중에서 제 1 W 데이터를 출력하고, 전체 W 데이터
를 32비트 쉬프트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부;

  상기 데이터 저장부 W의 제 1 및 제 3 W 데이터를 XOR 연산한 결과와 제 9 및 제 14 W 데이터를 XOR 연산한 결과를 다
시 XOR 연산하여 1비트 회전 쉬프트하여 궤환하는 궤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장치.

청구항 6.

  레지스터 A, B, C, D, 및 E에 초기값을 저장하는 초기값 저장 단계;

  입력 데이터를 레지스터 W에 저장하는 입력 데이터 저장 단계;

  상기 레지스터 A, B, C, D, E, 및 W에 각각 저장된 A, B, C, D, E, 및 W 값을 처리하여 새로운 A, B, C, D, E, 및 W 값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A, B, C, D, E, 및 W 값을 각각 레지스터 A, B, C, D, E, 및 W에 저장하는 중간값 생성 단계; 및

  상기 중간값 생성단계가 소정 횟수 반복된 후, 상기 레지스터 A, B, C, D, E에 저장된 값을 각각 상기 레지스터 A, B, C,
D, 및 E의 초기값과 가산하여 최종값을 생성하는 최종값 생성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값 생성 단계는,

  상기 레지스터 A에 저장된 A 값을 5비트 회전 쉬프트한 값, 상기 레지스터 B, C, 및 D에 각각 저장된 B, C, D 값을 소정
의 함수로 연산한 값, 및 상기 레지스터 E에 저장된 E 값, 소정의 상수, 및 상기 레지스터 W의 저장된 W 값 중 소정의 비트
값을 연산하여 중간값 A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레지스터 B에 저장된 B 값을 30비트 회전 쉬프트하여 중간값 C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레지스터 A에 저장된 A 값, 상기 레지스터 C에 저장된 C 값, 및 상기 레지스터 D에 저장된 D값을 각각 상기 레지스
터 B, D, 및 E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중간값 A 및 C 를 각각 레지스터 A 및 C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레지스터 W에 저장된 소정의 비트값을 서로 연산하여 궤환 입력하고, 상기 레지스터 W에 저장된 비트값을 32 비트
쉬프트하여 생성된 W 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함수 및 상기 소정 함수는 변환 제어 신호에 따라 변환되고, 상기 가산부는 상기 가산 제어 신
호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가산 제어 신호는 중간값 생성단계가 80회 반복될 때마다 인가되고, 상기 변환 제어 신호는 중간
값 생성단계가 20회 반복될 때마다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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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W는 저장된 32비트 단위의 16개의 W 데이터 중에서 최상위인 제 1 W 데이터를 출력하
고, 전체 W 데이터를 32비트 쉬프트하며, 상기 데이터 저장부 W의 제 1 및 제 3 W 데이터를 XOR 연산한 결과와 제 9 및
제 14 W 데이터를 XOR 연산한 결과를 다시 XOR 연산하여 1비트 회전 쉬프트하여 궤환하는 궤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SHA-1 해쉬값 연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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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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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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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공개특허 10-2005-0065976

- 11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실시예 3
청구의 범위 5
도면 7
 도면1 7
 도면2 8
 도면3 9
 도면4 10
 도면5 10
 도면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