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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3 해시 함수 검정 로그램과 
16bit-UICC 용 SHA-3 구

(An Implementation of an SHA-3 Hash Function Validation 

Program and Hash Algorithm on 16bit-U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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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시 함수는 암호 모듈, 암호 제품에서 무결성, 인증, 자서명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해 필

수 으로 사용되는 암호 리미티 이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이 제 로 구 되었는지 평가하는 

암호 알고리즘 구  합성 검정 로그램(CAVP)이라는 개념과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SHA-3로 선정

된 KECCAK 알고리즘의 구  합성 검정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한 SHA-3의 구조 분석을 통해 

CAVP에 맞는 SHA-3 알고리즘을 16bit-UICC상에 구 하 으며 재 표  해시 함수인 SHA-2 알고리

즘과의 효율성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키워드: 해시 함수, CAVP, SHA-3, 16bit-UICC

Abstract A hash function is an essential cryptographic algorithm primitive that is used to provide 

integrity to many applications such as message authentication codes and digital signatur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concept and test method for a Cryptographic Algorithm Validation Program (CAVP). 

Also, we design an SHA-3 CAVP program and  implement an SHA-3 algorithm in 16bit-UICC. Finally, 

we compare the efficiency of SHA-3 with SHA-2 and evaluate the exellence of the SHA-3 algorithm.

Keyword: hash function, CAVP, SHA-3, 16bit-UICC

1. 서 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암호 모듈이나 암호 제품에는 

필수 으로 암호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암호 제품에 들어가는 암호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구  되어 있는지에 한 평가가 매우 요한데 이를 

평가해 주는 제도가 암호 알고리즘 구  합성 검정 

로그램인 CAVP(Cryptographic Algorithm Valida-

tion Program)이다. 한 이들 암호 알고리즘  해시 

함수는 메시지 무결성 코드나 자서명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되는 필수 인 암호 리미티 이다. 하지만 

기존 해시 함수 가운데 SHA-1에 한 공격이 성공하

면서 비슷한 구조로 설계 되어 있는 SHA-2의 안 성 

한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1]. 따라

서 NIST에서는 과거에 자체 으로 해시 함수를 설계했

던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해시 알고리즘

을 모집하여 기존 해시 함수와 다른 구조인 KECCAK 

알고리즘을 2012년도에 SHA-3로 선정하 다[2]. 이러

한 추세로 볼 때 향후 SHA-3 알고리즘은 더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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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다양한 시스템에서 구 될 것으로 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SHA-3 알고리즘의 구  합성을 검증

하고 사양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16bit- 

UICC 상에서 CAVP에 맞게 SHA-3 알고리즘을 구 을 

구 하여 기존 SHA-2 알고리즘과 속도를 비교 분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암호 알고리즘 구  

합성 검정 로그램에 하여 설명하고, 3장은 SHA-3 

함수의 구조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SHA-3 함수의 구

 합성 검정 로그램 개발에 한 설명을 한 뒤에 5

장에서 16bit-UICC 상에서의 SHA-3 알고리즘과 기존 

SHA-2 알고리즘을 비교분석한다. 6장은 결론이다.

2. 암호 알고리즘 구  합성 검정 로그램

(CAVP)

CAVP는 암호 모듈이 아닌 암호 알고리즘의 구

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써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SHAVS, 

AESAVS, RSAVS 등과 같이 기 이 정해져 있고 이 

기 에 따라 알고리즘 개발자들은 암호 알고리즘을 구

한다[3].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암호 알

고리즘 검증 필 목록을 통해 원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해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CAVP의 테스트 방법

CAVP는 두 가지 테스트 방법이 존재하는데 KAT 

(Known-Answer Test)와 MCT(Monte-Carlo Test)

이다. 이 두 가지 테스트들을 모두 이용하여 알고리즘 

구  합성을 검정한다.

2.1.1 Known-Answer Test

Known-Answer Test는 정해진 테스트 벡터를 구

한 알고리즘에 입력으로 사용하여 나온 결과 값과 상

된 결과 값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2.1.2 Monte-Carlo Test

Monte-Carlo Test는 정해진 테스트 벡터가 아닌 임

의의 입력 값을 이용해 수십 만 번 반복하여 그  몇 

천개의 데이터 출력 값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구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의 유

무를 단할 수 있다.

3. SHA-3 함수

3.1 KECCAK의 선정

2005년 국의 Wang 교수에 의해 SHA-1에 한 

충돌  공격이 발표되면서 SHA-1뿐만 아니라 비슷한 

구조를 가진 SHA-2까지 안 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

다[1]. 이에 비하여 NIST에서는 2007년부터 공개경쟁

을 통해 이러한 공격에 안 하고 기존 해시 함수보다 

더욱 효율 인 차세  해시 함수인 SHA-3 알고리즘을 

공모하 다. 각 라운드의 선정 기 에 따라 SHA-3 알

고리즘 후보들이 선정되었고 2012년에 KECCAK 알고

리즘이 SHA-3 함수로 채택되었다[2].

3.2 SHA-3의 개요

SHA-3는 SHA3-224, SHA3-256, SHA3-384, SHA3- 

512의 4개의 해시 함수와 SHAKE128, SHAKE256으로 

불리는 2개의 확장 가능한 출력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펀지 함수라고 

불린다. SHA-3은 재 SHA-2가 출력할 수 있는 메시

지 다이제스트의 크기를 모두 출력할 수 있고 암호학  

해시 함수가 갖춰야 할 충돌 항성, 역상 항성, 제2역

상 항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 SHA-2가 사

용되고 있는 모든 곳에 SHA-3 충분히 용 가능하다.

3.3 SHA-3의 구조

3.3.1 SHA-3의 스펀지 구조

SHA-3는 그림 1과 같은 스펀지 구조로서 비트의 순

열을 가지는   함수와 메시지를 패딩 하는 패딩 함수를 

이용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출력한다. b비트는 

∈      로 정해져 있고  

로 이라는 bitrate와 의 보안 라미터로 나 어진다. 

은 보다 작은 양의 정수로 함수의 입력 비트를 의미하고 

는 값을 갖는 양의 정수이다. 메시지는 패딩 함수를 

거쳐 의 배수 비트가 되도록 패딩 되고 이 메시지를 비

트씩 자른 값과 의 XOR 연산값을 f  함수의 입력으로 사

용된다. 이   함수의 출력 값이 메시지와 XOR된 후에 

다음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메시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출력 과정에서는 원하는 출력 비트가 나올 때까지 f함수를 

반복하여 이  함수의 출력 값에 연 하여 얻어낸다[4].

그림 1 스펀지 구조

Fig. 1 Sponge Structure

3.3.2 SHA-3의 함수[5]

SHA-3 함수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의 입력 비

트에 따라 정해지는 값으로 5×5×의 3차원 행렬로 

이루어져 있다.

이 3차원 행렬 내에서 총 5가지의 함수를 통해 함수

의 출력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림 2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의 명칭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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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함수의 길이와 연 된  값

Table 1 -function widths and related ,   value

 (bit) 25 50 100 200 400 800 1600

 1 2 4 8 16 32 64

 0 1 2 3 4 5 6

그림 2 3차원 행렬을 이루는 부분들의 명칭

Fig. 2 Parts of the state array

는 그림 2에서 state를 의미한다.

-   : 그림 3에서 보이듯이 (, )칼럼 비트의 

합과 (, )에 해당하는 칼럼 비트의 합을 

XOR한 뒤 (, , )의 값과 XOR하여 (, , )에 

장하는 과정이다.

그림 3 함수의 구조

Fig. 3   Structure

-   : 그림 4와 같이 각각의 lane에서 정해진 offset 

만큼 로테이션하는 과정이다.

그림 4 함수의 구조

Fig. 4   Structure

-   : 그림 5와 같이 state내에서 lane의 자리를 재

배열하는 과정이다.

그림 5 함수의 구조

Fig. 5   Structure

-   :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쪽 2개의 비트

가 곱셈 연산을 통해 비선형화된 후 XOR연산을 하

는 과정이다.

그림 6 함수의 구조

Fig. 6   Structure

-   :  이 라운드 상수와 XOR 연산을 통해 

변조되는 과정이다.

 5단계를 거치는 것이 한 라운드가 되고 값에 따라 

(은 표 1 참조)라운드로 함수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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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HA-3의 패딩함수

메시지()는 패딩 된 후에 비트와 같아야 하기 때문

에 (mod )연산을 이용한다. 메시지의 마지막 끝에 

    ( mod )을 연 하여 패딩한다. 이 

때 은 메시지의 길이이며 은 함수의 입력 비트이다.

3.4 SHA-3의 안 성과 속도

SHA-3는 높은 수 의 병렬 구조를 가지고 메모리 

근에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

주 좋다. 표 2에서 살펴보면 SHA-3Tree는 MD5보다 

높은 보안 강도를 가지면서 더 좋은 효율성을 보여 다

[6]. 한 Tree구조가 아니어도 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SHA-2보다 안 하고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해시 함수는 SHA-224, 

256, 384, 512로 향후 SHA-3 알고리즘이 용되어야 

할 것으로 상된다.

표 2 SHA-3와 재 해시 함수의 성능(C/b = Cost benefit)

Table 2 SHA-3 and current hash algorithm Performance

C/b Algorithm Security

4.79 SHA-3c256treed2 128

4.98 md5 <64

5.89 SHA-3c512treed2 256

6.09 sha1 <80

8.25 SHA-3c256 128

10.02 SHA-3c512 256

13.73 sha512 256

21.66 sha256 128

4. SHA-3 구  합성 검정 로그램

4.1 검정 차

일반 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검정하는 차는 그림 7

과 같다.

- 알고리즘 개발 기 이 평가 기 에게 알고리즘 평가 

요청을 하면 평가 기 은 신청을 수 받는다.

- 평가 기 은 검정하려는 알고리즘의 테스트 벡터(Re-

quest File)와 테스트 벡터의 결과 값(Fact File)을 

산출한 후 개발 기 에게 테스트 벡터를 달한다.

- 개발 기 은 테스트 벡터를 이용해 결과 값(Response 

File)을 산출하여 평가 기 에게 달하게 되고 평가 

기 은 미리 계산해 놓은 결과 값과 달받은 결과 값

을 비교하여 구  합성을 검정한다.

4.2 검정 로그램

검정 로그램은 C#언어로 구 하 으며 그림 8은 

로그램의 GUI이다. NIST에서 제공한 테스트 벡터와 

KECCAK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한 결과 값을 이용해 

Request 일과 Fact 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하 다[7]. 

Request 일은 앞서 설명한 3가지 테스트를 검증할 수

그림 7 암호 알고리즘 검정 차

Fig. 7 Cryptography Algorithm Validation Process

그림 8 SHA-3 구  합성 검정 로그램

Fig. 8 SHA-3 CAVP Program

있도록 3개로 구성되어 있고 Fact 일은 스펀지 구조

의 특성인 squeeze 부분을 검증하는 Fact 일부터 각

각 224,256,384,512bit의 출력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총 

15개의 일로 구성되어 있다.

Response 일과 비교를 할 때에도 어떤 테스트에서 

실패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해 3가지 테스트 모드

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4.3 검정 방법

4.3.1 KAT-Short Message Test

표 3에서와 같이 테스트 벡터로 0～2047bit의 짧은 

메시지를 입력해서 나오는 결과 값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표 3 Short Message Test 테스트 벡터 입력값

Table 3 Short Message Test input test vector

Bit Length Message(hex) Message(bit)

0 00 00000000

1 00 00000000

2 C0 11000000

3 C0 11000000

4 80 1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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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hort Message Test Request 일

Fig. 9 Short Message Test Request File

그림 10 Short Message Test Fact 일

Fig. 10 Short Message Test Fact File

그림 9와 그림 10은 각각 Short Message Test의 

Request 일과 Fact 일이다.

4.3.2 KAT-Long Message Test

테스트 벡터를 2048～34304bit의 긴 메시지를 입력해서 

나오는 결과 값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림 11과 그림 12

는 각각 Long Message Test의 Request 일과 Fact 

일이다.

그림 11 Long Message Test Request 일

Fig. 11 Long Message Test Request File

4.3.3 Monte Carlo Test

그림 13에서 보이듯이 테스트 벡터에서 주어진 Seed

를 입력하여 해시 알고리즘을 100,000번 반복하여 100

번째 반복 시행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장하여

그림 12 Long Message Test Fact 일

Fig. 12 Long Message Test Fact File

그림 13 SHA-3 Monte Carlo Algorithm

Fig. 13 SHA-3 Monte Carlo Algorithm

그림 14 Monte Carlo Test Request 일

Fig. 14 Monte Carlo Test Request File

그림 15 Monte Carlo Test Fact 일

Fig. 15 Monte Carlo Test Fact File

그 값을 비교하여 평가한다[8]. 그림 14와 그림 15는 각

각 Request 일과 Fact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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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6bit-UICC 상에서의 SHA-3 알고리즘

Fig. 17 SHA-3 on 16bit-UICC

의 세 가지 방법  원하는 테스트 모드를 선택한 

후 Test 버튼을 통해 Response 일과 Fact 일과 비

교하여 구  합성 여부를 검정할 수 있다.

5. 16bit-UICC 상에서 SHA-3 구

5.1 UICC의 구조

UICC는 통신, 증권, 자화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되는 메모리와 연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카드이

다. 스마트카드에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한 암호 

알고리즘, 해시 함수  난수발생기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UICC에 구 하기 해서는 그림 16과 같이 

호스트PC와 에뮬 이터 그리고 타겟 시스템이 되는 메

인보드와 UICC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ntel Core 

(TM) i5 3230 cpu@2.60GHz 호스트PC와 IM-500S 에

뮬 이터, PBS3CT9KW 16-bit microcontroller unit의 

타겟 시스템 환경에서 SHA-3를 구 하 고 컴 일러는 

CalmSHINE16Plus를 이용하 다.

그림 16 UICC 개발 환경

Fig. 16 Developement structure of UICC

5.2 SHA-3의 구

16bit-UICC는 16bit 보다 큰 변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   로 지정하여 구 하 다. 해시함

수, 함수를 구 하고 함수 내에서 함수 과정에서 쓰

이는 라운드 상수들을 테이블로 구성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 다. 그리고   이기 때문에 256bit의 메시지 다

이제스트를 얻기 해서는 Squeeze 함수가 따로 있어

야 한다. 따라서 함수 내에서 비트와 메시지의 XOR 

연산이 이루어지는 기존 함수와 다른 Squeeze 과정의 

함수를 따로 구 하 다. 패딩 함수는 기존 메시지를 

144bit씩 잘라 함수에 반복하게 한 뒤에 마지막 메시지

에만 패딩 되도록 구 하 고 UICC 내에서는 엔디안 변

화가 있기 때문에 함수의 입력 값과 출력 값이 나올 때

마다 엔디안 체인지 매크로를 만들어 엔디안 변화에 따른 

입･출력값의 변화를 방지하 다. 그림 17은 16bit-UICC 

상에서 구 된 SHA-3 해시 함수의 출력 화면이다.

5.2 SHA-2와 SHA-3 비교

SHA-2는 재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표  해시 알고

리즘으로 다양한 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는 해시 함수

이다. SHA-2의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는데 

Preprocessing 과정과 Hash computation 과정으로 나

 수 있다. Preprocessing 과정에서는 메시지 패딩  

다음 단계에서 쓰일 값들을 기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

고 Hash computation 과정은 패딩된 메시지로부터 메

시지 스 링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메시지 다이제

스트를 얻는 역할을 한다[9]. 이러한 SHA256-2 알고리

즘을 16bit-UICC에서 구 한 것과 본 논문에서 구 한 

SHA256-3 알고리즘을 호스트PC에서 benchmark코드를 

이용하여 속도 비교를 한 결과 SHA-3가 기존 SHA-2보



SHA-3 해시 함수 검정 로그램과 16bit-UICC 용 SHA-3 구  891

표 4 SHA-3와 SHA-2 알고리즘의 16bit-UICC상에서 

속도비교

Table 4 Comparison of SHA-3 and SHA-2 code speed 

16bit-UICC

Algorithm Hashing Speed(cycles/byte)

SHA-3 289.41

SHA-2 1143.16

다 약 4배정도 빠르다(표 4 참조). 이는 어느 랫폼에서

도 좋은 효율을 보이는 SHA-3의 우수성을 나타낸다.

6. 결 론

컴퓨터의 발 과 암호 알고리즘에 한 다양한 공격

법들이 발견되면서 재 사용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

들의 안 성은 항상 받고 있다. 따라서 암호 알고리

즘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공격을 막기 한 

구 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CAVP에 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새로 선정된 SHA-3 알고리즘이 향

후 재 해시 함수를 체할 것으로 상되므로 SHA-3 

알고리즘에 한 많은 분석과 다양한 랫폼에서의 구

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해시 함수 

표 인 SHA-3 알고리즘에 해 구  합성 검정 로

그램을 개발하 으며 한 이를 만족하는 SHA-3 알고

리즘을 16bit-UICC 상에서 구 하 다. 구 결과 SHA-3

는 같은 랫폼에서 SHA-2와 비교하여 약 4배정도 좋

은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SHA-2를 체하기에 

충분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더 다양한 랫폼에서 SHA-3 알고리즘의 구   

최 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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