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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웹 서비스 보안 모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웹 서비스 보안 

표준에 맞게 직접 서비스 구현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쓸만한 오

프소스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구현을 하게 된 경우였다.

해당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암호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했는데 당시 필자는 암호학에 관

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웹 서비스 보안 표준에 대한 명세만 익히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프

로젝트는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해당 모듈은 지금도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다. 그때 

만약 암호학 지식이 없었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암호 

알고리즘, 그 외 제반 암호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절실히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를 기술해보면 다음

과 같다.

●● 많은 개발자들이 암호 기술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전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

고 있다.

●●  개발자가 암호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할 일은 거의 없지만 알고리즘의 이해가 암호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극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공감한다.

●●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암호 기술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고 원리는 모

른 채 이리저리 해보다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 암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회피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자는 기획자, 설계자, 프로젝트 매니저/리더, 아키텍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또한 편의상 암호 기술은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한 결과물을 활용하는 제

반 기술이나 아키텍처를 통칭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이후 어떻게 하면 암호학 지식을 비전공자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알고리즘 공유

의 목적으로 블로그를 하나 만들게 되었다. 수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설명

하는 것처럼 암호 알고리즘을 풀어서 설명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였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DES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글에 첫 댓글이 하나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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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멘토 전력식 수석님,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는 신정호 이사님, 선배님들께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커피가 먹고 싶을 때 항상 바로 사주는 영부, 윤경 덕분에 피곤함을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었다. 

항상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내 동기(치훈, 진곤, 종선, 승현, 혜진...)들아 모두 고맙다.

바쁜 업무 와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베타리더가 되어준 후배(근섭, 유동, 경준, 원용, 지하, 봄

이, 태형, 주현, 규태, 현정...)들아 너무 너무 고맙다(이름이 없어도 너무 서운해하기 없기^^, 다 

적기엔 우리 인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자주 찾아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집필도 끝났으니 더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수진아, 수혁아 형이 너무 바빴단다. 연락을 자주 못해서 미안하다. 제수씨하고 은재, 연재, 유빈, 

승빈이 데리고 같이 여행 한 번 가자. 

마지막으로 책을 쓴다는 핑계로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작업을 하느라 가족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

습니다. 가족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영과 아들 상원이

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17년 초봄 김수민

이런 걸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글이라 눈물이 나네요. 못하는 영어로 NIST의 DES  

설명 문서를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멀미만 나고 의미는 모르겠던데 이렇게 쉬운 내용이었

다니요. ㅠㅠ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문서 만드셔서 우리나라 프로그래밍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하시는 훌륭한 분 되세요.

이와 같은 내용이었는데 내가 설명한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다는 생각도 들었고 

기존에 암호학 교재에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전공자 위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조

금만 쉽게 풀어 쓴다면 비전공자 또는 일반 개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연히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 속 한 켠에는 “(책을) 써야 하는데... 언제 쓰지... 시간이 없네...”라는 독백만 남아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사실 출판 서적을 집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를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기존에 번역서를 출간한 적은 있었는데, 번역과 집필

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우연한 기회에 임성춘 편집장님과 인연이 되어 본격

적으로 집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목적은 간단하다. “암호 알고리즘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라는 것이다. 그

리고 이는 전공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암호 알고리즘을 잘 이해해 두면 다양한 상황과 환경

에서 필요한 암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쑥쑥 자라날 것이다. 물론 알고리즘

을 100%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렇구나”라는 감만 익히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았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문턱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만 있다면 성공한 것이지 않을까 한다.

감사의●글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책이 나올 때까지 게으른 필자 때문에 임성춘 편집장님과 조연희 과장님께

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또 같이 작업할 기회가 된다면 일정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팀, 부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병

수 팀장님, 편도산 그룹장님 감사 드립니다. 팀장님과 그룹장님 덕분에 항상 연구하는 마음가짐

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 간의 벽을 허물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파트

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소경필 파트장님, 김기환 파트장님, 이제웅 파트장님, 원세헌 파

트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선후배, 동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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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암호 알고리즘이 어렵다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자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보안이다. 그런데 여러

분은 보안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책 수립 및 운영과 같은 프로세스적인 부

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에서는 보안의 여러 분야 중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다루겠다. 기술 외적인 부분

은 개인의 프로세스 준수 의지와 보안에 대한 의식수준을 꾸준히 높여감으로써 달성할 수 있고, 관련 서

적을 열심히 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안의 기술적인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암호와 해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기준에 따라 

서버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분류를 하는 기준에 딱히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필

자가 암호와 해킹으로 나누는 것은 가장 실제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거나 또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팔 때는 악의적인 공격자로부터 공격을 당

하더라도 안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즉, 해킹에 대한 방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안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솔루션을 만들 때는 시큐어 코딩을 해야 하고, 운영을 할 때는 방화벽을 

구축하고 망분리를 통해 해킹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데 결국 그 근간에 숨어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좋아 암호화지 암호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정

보를 암호화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IT 관련 분야에서는 암호 전문가만 암호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개발 전반에 암호학적 지식이 사용된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암호 전문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아니다. 암호 전문

가와 동일한 수준을 갖추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일텐테, 비즈니스 로

직을 구현하는 데 드는 노력보다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드는 노력이 더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

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상황은 잠깐 뒤로 미루어놓고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만약 누구나 암

호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 알고리즘이 이해되면 누군가가 이미 구현해놓은 소프트웨

어 암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쉽게 중요정보를 암호화하여 유출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원리를 아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에 한계를 극복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응용력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또한 현실과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기존의 암호학 관련 서적은 대부분 전공자를 위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전공자가 동일한 수준으

로 현실세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어려운 수학공식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수학적인 내용을 완전히 알아야만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목

표를 완벽한 이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원리에 대한 감을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반 암호학 서적과는 조금 다르게 알고리즘을 풀어서 서술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

다. 만약 계속 읽다가 3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과감히 건너뛰고 나머지 장부터 읽기 바란다. 

여러분은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원리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 우선이므로 완벽한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 암호 알고리즘은 4장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는데, 풀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를 한 번 믿어보기 바란다. 우선 이번 1장에서는 암호와 관련해서 일상 생

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례들로 구성을 하였다. 본격적으로 암호 암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 좀 더 

편안히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이다.

1.1 공인인증서의 실체-NPKI 폴더가 궁금하다

여러분 중에서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가 일하고 있

는 회사의 같은 부서에는 해킹이 무서워서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고, 매번 점심 시간에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거래를 하는 신입 여사원이 한 명 있다. 누구나 인터넷뱅킹을 하

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요즘은 공인인증서의 실체는 잘 모르더라도 원활하게 쓰는 분

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뭐 하는 녀석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특

히 멀리 대구에 살고 계시는 필자의 부모님의 경우 지금은 컴퓨터를 잘 활용하여 이메

일도 보내고 인터넷뱅킹도 잘 사용하시지만, 초창기에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쓸 수 있

도록 돕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는 데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또 필자

의 아내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의 실체는 잘 몰라도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거나, 만료되어 새로 발급

을 받아야 할 때 많은 설명을 해줘야 했다. 지금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ActiveX 프로그램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폐

지 문제에 대해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공인인증서는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

은 것 같다.

참고로 공인인증서와 인증서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 ‘공인’이라는 말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증기관의 공인을 받아야만 공인인증

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기술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지만 정책,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별도 주제로 다루겠다.

그런데 공인이라는 말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학습할 인증

서라는 실체는 기술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 앞으로는 공인이라는 말로 인증서를 굳이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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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암호 알고리즘

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1은 시중의 은행 중 한 곳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때 뜨는 윈도우 창이다.

그림 1-1 인증서 입력 화면

공인인증서가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목록에서 로그인하기를 원하는 사용자

가 발급 받은 공인증서를 선택한 뒤에 올바른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에 성공한다. 인증서 암호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왜곡적인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데, 인증서라는 것에는 원래 암호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인증

서 암호라는 것은 사실은 인증서의 공개키 쌍인 개인키를 암호화하기 사용한 암호를 말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증서 암호’라는 말 대신에 ‘개인키 암호’ 등

과 같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줄 여지가 있긴 하다.

윈도우 7에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폴더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1에서처럼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지정하여 인증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드디

스크를 선택하면 3개의 인증서를 보여준다. 여기서 하드디스크를 선택하면 미리 지정된 

특정 위치에서 인증서를 읽어 들인다는 것과 필자의 하드디스크에는 3개의 유효한 인증

서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저장되는 미리 지정된 특

정 위치가 NPKI 폴더이다. 윈도우 7을 기준으로 보면 경로는 다음과 같다.

윈도우 7의 NPKI 폴더 경로 -> C:\Users\<사용자명>\AppData\LocalLow\NPKI

이 NPKI 폴더 하위에도 여러 폴더가 존재하는데, 폴더 이름은 대부분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명칭을 뜻한다.

그림 1-2 필자의 NPKI 폴더 하위 폴더

다음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면 공인인증기관을 알 수 있다.

http://www.rootca.or.kr/kor/accredited/accredited01.jsp

그림 1-3에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을 나열하고 있다.

그림 1-3 공인인증기관

우리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할 때는 대부분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므

로 이 경우에는 yessign 폴더 밑에서 금융결제원이 발급한 은행 인증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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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필자의 NPKI 폴더 yessign 하위에 있는 3개의 폴더

앞의 그림은 필자의 NPKI 폴더 yessign 하위에 있는 3개의 폴더인데, 각 폴더 안에는 

signCert.der과 signPri.key 파일 이렇게 2개가 존재한다. signCert.der 파일이 공인인

증서이며, signPri.key 파일이 개인키 파일이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공인인증서가 무엇

인지 실체를 드디어 보게 된 것이다. 인증서 파일 안에는 개인키와 쌍을 이루는 공개키

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signPri.key 파일은 개인키를 그냥 저장한 것이 아니고 인증서 

암호를 기반으로 만든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2개의 키 파일은 항

상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소위 말하는 인증서 암호(실제로는 개인키를 암호화

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이므로 개인키 암호라고 불러야 하지만)를 알고 있고, 위의 2개 

파일을 빼내올 수 있다면 누구라도 인터넷에서 필자 본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NPKI 폴더는 공인인증서와 암호화된 개인키 파일을 저장해 두는 곳인 것이다. 물

론 NPKI 폴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키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서 보안이 취약하다든

가 해커들이 키를 빼내오기 쉽다든가 이런 것들은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단지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빈번하게 수행하는 인터넷뱅킹에서 사용되는 NPKI 폴더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파일과 암호화된 개인키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도록 하자. 지금은 바이너리로만 되어 있

어서 열어봐도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울텐데 나중에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따로 가

질 것이다.

이번 장을 마치기 전에 그림 1-5를 한 번 살펴보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센터 소개 항목(http://www.rootca.or.kr/kor/

info/info01.jsp)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정부

국외인증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민간최상위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입자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가입자 ······

···

인증서교부·관리

상호

상호

인정

인증

인증서교부·관리

가입자

등록대행기관

그림 1-5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주요업무

여기서 그림 1-5의 업무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데, 이때 은행이나 증권사는 인증서 등록대행기관의 역할을 수

행한다. 그러면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까? 그렇다.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이 인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도 상

세히 명시해놓고 있다. 개인은 최상위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인증기관

에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인증서의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절을 마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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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밀번호와 해시1 함수

경제신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공부를 

해야 한다. 경제신문에서 경제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보안이나 해킹관련하여 신문기사가 나면 관련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업체에서 하는 말이나 전문가가 하는 말들을 듣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업체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최근 수년 동안에 여러 회사들이 보안사고를 당했으며 비밀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포털에서 신문

기사로 검색만 해봐도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보안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업체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다.

“저희는 비밀번호를 MD5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였기 때문에 

유출되었더라도 비밀번호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사용자마다 다른 추가적인 값을 덧붙여서 MD5 해시 함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가? 안전하게 느껴지는가? 여기서 필자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사 내용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사는 보통 아래와 같은 얘기를 또 덧붙인다.

1　 해시(hash)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고기와 감자를 잘게 다져 섞어 요리하여 따뜻하게 차려 낸 것”을 뜻한다. 여기서 섞는다

는 것이 중요한데 암호학에서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입력에 대해서 일정한 길이의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뜻하는데, 결과 값으

로부터 입력 값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입력 값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섞는 과정이 들어간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해시라

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사용한 비밀번호 압축 방식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식이어서 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서 나온다.

“업체가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고는 하지만, 해커가 이미 내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체 알고리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취약한 알고리즘을 

이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고 이런 기사를 인용한 것은 아니나 이런 기사 패턴은 어

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부터 앞의 기사에서 나왔던 용어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쉽게 해

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해시 알고리즘

이 무엇인지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설명 중 일부는 2013년 12월에 KISA에서 개정 발간한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의 내용 

일부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두고자 한다. 관심이 있는 여러분은 해당 안내

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암호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그

리 내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암호학 쪽에 공부를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조금 어렵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안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암호이용활성화 사이트: http://seed.kisa.or.kr/iwt/ko/index.do

일반적으로 정보는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와 암호화된 정

보를 다시 복호화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비밀번호 같은 경

우가 대표적으로 복호화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과 같은 

정보는 복호화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해시 함수는 그림 1-6처럼 임의의 길이를 가진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으로 해시 값을 가지고 임의의 길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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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단방향 함수

라고 부른다. 해시 값을 얻는 과정도 암호화 과정이고 해시 값도 암호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복호화가 불가능한 단방향 암호인 것이다.

임의의 길이를 가진 정보
(비밀번호 등)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

해시 함수

그림 1-6 해시 함수의 개념

앞서 사례로 든 기사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비밀번호 압축 방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정보를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원래 길

이의 문장이 일정한 길이의 크기로 줄어든다고 해서 Message Digest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표 1-1에서는 대표적인 해시 함수와 해시 값의 길이를 볼 수 있다.

해시●함수 해시●값●길이(비트) 보안●강도 권고●여부

MD5 128 80비트 미만 권고하지 않음

SHA-1 160 80비트 미만 권고하지 않음

HAS-160 160 80비트 권고하지 않음

SHA-2 SHA-224 224 112비트 권고

SHA-256 256 128비트 권고

SHA-384 384 192비트 권고

SHA-512 512 256비트 권고

표 1-1 해시 함수 종류와 보안 강도

기사에서 나온 해시 함수는 MD5 해시 함수다. 현재 80비트 미만의 보안 강도를 가지

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적어도 112비트 이상의 보안 강도를 가지는 

SHA-2 계열의 해시 함수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각 해시 함수의 알고리즘이 궁금하

더라도 조금만 참기 바란다. 일단 기초체력을 쌓은 뒤에 별도의 장에서 따로 쉽게 설명

하겠다.

80비트의 보안 강도라는 것은 280번의 연산으로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알아낼 수 있다라

는 뜻이다. 보안 강도가 112비트는 되어야 안전하다는 말은 적어도 현재의 컴퓨팅 연산 

능력으로 보면 2112번의 연산을 해야만 취약성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여야 안전하다고 

여겨진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보안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

은 아니고,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살아 생전에 연산을 끝내

지 못할 정도로 연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뜻이지 절대적으

로 안전하다는 뜻과는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한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면 계

산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은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되어 버린다. 양자 암호에 대해

서는 8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자 이제 기사에서 나온 내용 중 또 한 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사의 내용에 따

르면 업체에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임의의 값을 추가하여 해시 함수를 적용하였기 때문

에 안전하다고 하였다. 또 전문가는 사용자마다 다른 임의의 값을 추가하는 알고리즘

(이것을 업체의 자체 알고리즘이라고 부름) 자체가 해커에 의해 파악되었을 수 있기 때

문에 이 부분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한 번 이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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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필자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암호화된 비밀번호

그림 1-7은 필자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부분을 조회하여 캡처한 화면

이다. 비밀번호 부분을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 저렇게 긴 것이 비밀번호일리는 없을테

고, 암호화 알고리즘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암호화를 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용자가 21명이나 되는데, 비밀번호의 암호화된 값이 모두 동일하

다.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1명에게 적용된 암호화 함수가 동일한 입력에 대해

서 동일한 값을 출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밀번호가 뭔지는 현재 모르는 상

태지만, 21명이 모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해시 함수라는 것은 임의의 길이를 가진 정보를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일한 입력 값에 대해서는 동일한 출력 값을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다. 그래서 

복호화가 필요 없는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해시 함수를 쓰는 것이 보안상 더 좋다고 알

려져 있다.

여담이지만 비밀번호를 복호화할 수 있는 사이트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입해서 

비밀번호 찾기를 해보지 않은 다음에는 알 방법이 없긴 하지만 말이다. 최근에는 대부

분의 경우 기존 비밀번호를 복호화할 수 없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

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앞의 시스템에 적용된 암호 함수가 해시 함수라고 가정할 경우 

같은 비밀번호라고 할지라도 다른 해시 값으로 출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얼핏 생각해도 사용자의 비밀번호에 어떤 값을 더 붙여서 해시 함수를 적용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비밀번호 || 사용자 고유의 값(SALT)

해시 값

해시 함수

그림 1-8 해시 함수의 개념(입력 값에 SALT를 추가했을 경우)

앞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8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SALT

라는 것은 암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소금’을 뜻한다. 보통은 Salt 

and Pepper라고 해서 원래의 값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원본을 변형시킨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SALT라는 값도 사용자마다 고유한 임의의 난수를 생성

시켜 별도 서버에 저장해 두고 해시 값을 만들 때 비밀번호와 결합하는 용도로 사용한

다. 그러면 사용자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매번 다른 해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시 함수가 같은 입력 값에 대해서는 같은 출력 값을 가지는 특징이 있으

므로 사전 공격이라는 부분에도 취약할 수 있는데, 이런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 사전 공격이라는 것은 원본에 대한 해시 값을 모아서 사전 형태로 만들어 놓고 대

입해보는 공격 방법을 뜻한다. 해시 함수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앞서 기사에 나온 용어들은 다 이해가 되었을 것 같다. 업체에서 말하는 사용자 고

유의 값은 SALT 값이라는 임의의 난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생성하는 방법은 업체에

서 고유한 알고리즘을 썼을테고, 전문가는 이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도 이미 해커가 파

악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업체의 자체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은 SALT 값을 생

성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비밀번호와 SALT 값을 결합하는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직

관적인 수식으로 한 번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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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h(비밀번호||  SALT)

●● Hash(SALT||비밀번호||SALT)

●● Hash(비밀번호||Hash(비밀번호||SALT))

●● Hash(Hash(비밀번호)||Hash(SALT))

…

여기에 쓰인 기호 ||는 두 개의 값을 이어 붙이는 연산Concatenation을 뜻한다. 

이처럼 아주 다양한 결합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해시 함수를 한 가지만 쓰지 않고 다음

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을 쓸 수도 있다.

●● Hash1(Hash2(SALT||비밀번호||SALT))

업체는 SALT 생성 알고리즘, SALT와 비밀번호의 결합 방법 등을 자체 알고리즘으로 

가지고 있어서 ‘비록 해시 함수로 취약하다고 알려진 MD5를 썼지만,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해커가 위의 결합 방법까지도 알아냈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 설명을 할 때는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해시 함수를 쓰는 것만 가정했지만, 

블록 암호를 쓸 수도 있고 비밀번호와 SALT를 결합할 때 블록 암호를 같이 활용할 수

도 있다. 결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다.

다만 이론은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SALT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굉장

히 중요한 시스템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하게 해시 함수 적용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도 하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밀번호를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사용하는 시스템은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시스템의 비밀번호 암호화 과정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1.3 해시 함수도 복호화가 가능하다

필자가 아주 오래 전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글을 올리곤 했

었다. 그중에서 MD5 해시 함수 알고리즘을 설명한 글을 보고 네티즌 한 분이 보낸 메

일을 받았는데, 알고리즘을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고마움의 표시로 

MD5 해시 함수를 복호화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MD5 해시 함수를 복호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온 적이 있었다. 당시 기억으로는 메일을 보낸 

온 분은 학생이었던 것 같다.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해시 함수는 단방향 함수라서 복호

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복호화할 수 있다면서 선물로 주소를 보내 온 

것이다. 당시에 그 학생은 복호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시 함수 복호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럼 그 학생의 말처럼 해시 함수를 복호화할 수 있을까? 복

호화가 가능하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안이 필요한 IT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니까 말이다.

다음 그림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9 해시 함수 복호화 사이트(http://www.md5online.org)

그림 1-9는 MD5 해시 함수를 복호화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MD5 해시 값을 알고 있

는 상태에서 원문을 찾을 수 있도록 MD5 해시 값을 복호화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라는 뜻이다. 구글 검색엔진에서 ‘MD5 Decrypter’이라고 입력하면 MD5 

해시 함수를 복호화할 수 있는 많은 사이트를 찾아준다. 앞의 사이트는 검색된 결과 중

에서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 고른 것이다. 필자가 MD5 해시 값으로 “8b1a9953c4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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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a827abf8c47804d7”를 입력하고 Decrypt 버튼을 누르니 “Hello”라는 원문을 찾아주

고 있다. 필자는 “Hello”라는 원문에 대한 MD5 해시 값을 이미 만들어 두고 해시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복화화한 값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2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해시 함수는 단방향 함수다. 원문에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알

고리즘에 따라 해시 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해시 값으로부터 원문을 구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단방향 함수’ 또는 ‘일방향 함수’라고 한다.

임의의 길이를 가진 정보(원문)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

해시 함수

임의의 길이를 가진 정보(원문)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

해시 함수

그림 1-10 해시 함수의 단방향성

그림 1-10에서 보는 것처럼 해시 값을 입력으로 하여 원문을 찾는 알고리즘은 존재하

지 않는다. 해시 함수는 입력 값에 따라 유일한 해시 값을 계산한다. 즉 입력 값에 의존

적이며 입력 값이 일정하면, 해시 값도 항상 같다. 따라서 해시 함수에 대한 복호화 기

능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은 입력 값과 그에 따른 해시 값의 쌍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

태에서 해시 값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면 원문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

이다. 워낙에 많은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고 있어서 실제로 복호화를 하는 것

은 아니지만, 마치 복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복호화를 수행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해시 

함수의 복호화는 불가능하고 복호화 알고리즘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필자가 찾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단어 수는 3765억개 정도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웬만한 비밀번호는 다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한 번 해보자.

원문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1초당 1,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는 3765억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겠다.

376,500,000,000개 / 1,000개 / 86,400초(1일) = 약 4358일

1초당 1,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약 12년이 걸리는 양이다. 만약 1초당 10,000개

를 만들어 낸다면 약 1.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또한 3765억 개라는 양은 238~239 사이에 

있는 값이다. 즉 38비트~39비트 정도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값 대부분을 데이터베

이스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40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39비트와 40비트는 2배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입력하는 값은 비트 조합의 모든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영어 대소문자, 숫자, 기호, 

특수기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40비트로 표현을 해도 실제 사용되는 입력 값과 비

교했을 때는 계산상으로 그렇게 틀린 값은 아닐 것이다. 40비트는 5바이트이므로 일반

적으로 그림 1-11과 같이 5글자(5바이트)까지는 쉽게 복호화를 해낸다(엄밀히 얘기하

면 복호화라기 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시 값에 해당하는 원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림 1-11 해시 함수 복호화 예(5바이트)

그런데 다음 그림처럼 5바이트가 넘는 것도 쉽게 복호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얼핏 생

각해봐도 사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을 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유

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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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해시 함수 복호화 예(5바이트보다 큰 경우)

“iloveyou”는 너무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었을 것

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비밀번호 등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한 목록은 해커들 사

이에 잘 알려져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찾는 일이 더 

쉬워졌다.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복호화 외에도 암호화 기능을 같이 

제공한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복호화 대상을 선택하여 입력해보기 위해서는 해시 

값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해시 값을 구하려면 어디서 해킹된 목록을 구하거나 아니면 

원문을 가지고 MD5 해시 함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일조차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거나 툴을 찾아서 이용하여야 한다. 무척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13 해시 함수 암호화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위처럼 해시 함수 암호화 기능까지 한꺼번에 제공해주고 있다. 여

기에 입력되는 원문은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될까? 그렇다. 사

이트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수집하는 용도

로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본인의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

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위와 같은 곳에는 입력하여 테스트하지 말기 바란다. 언제 유

출되어 어딘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저장되어 있을지 모를 일이다. 해시 함수를 복호화

할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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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시 함수가 깨졌다는 말의 의미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왕 소장2이 발언대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회의참가자들은 별

로 주목을 하지 않았지만, 왕 소장이 산둥대학 정보연구소의 세 번째 성과를 발표했을 때 왕 소

장은 회의장에서 울리는 박수 소리 때문에 몇 번이나 발언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가 4개

의 연구성과를 모두 발표했을 때, 회의장에는 장시간 박수가 끊기지 않았다. 이번 암호학술연구

회에서 왕 소장은 자기들의 연구 성과, 즉 세계 암호계의 주류인 MD5, HAVAL－128,MD4와 

RIPEMD를 모두 격파했다.”

필자가 글을 쓰는 시점인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신문에 위와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다.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0076)

앞의 기사는 왕 소장이 논문을 발표하고 난 뒤 약 7개월 후의 기사다. 학계에서는 논문

을 발표한 시점인 2004년 8월 17일 이후로 MD5의 생명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렇지만 현재도 실제로는 MD5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 쓰던 알고리즘을 

교체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2005년에 

SHA-1 알고리즘도 포함하여 또 다시 논문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280에서 줄어

든 269 연산만으로 충돌을 찾아내는 내용을 추가해서 말이다.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MD5, SHA-1은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2011년까지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행정전자서

명 암호체계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다. 전자서명에 SHA-1 해시 함수가 핵심으로 사용

되었기 때문이다.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고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왕샤오윈(王小雲, 1966년~): 중국 산둥대학 정보연구소의 여성 암호학자로, 해시 함수의 충돌에 대한 논문 발표 이후 유명 인사

가 되었다.

1. 해시 알고리즘 교체

주요 고도화 내용

3. 비밀키 암호알고리즘

2. 인증서 키길이 상향

해시 알고리즘

알고리즘

암호용 알고리즘

전자서명용 알고리즘

RSA 1024bit ▶ RSA 2048bit

KCDSA 1024bit ▶ KCDSA 2048bit

인증서 키길이

SHA-1 ▶ SHA-256

해시 알고리즘

NEAT ▶ ARIA(개인용), NES(서버용)

그림 1-14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고도화의 주요 내용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SHA-1은 SHA-256 이상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왕 소장이 발표한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으며 구글 검색엔진에서 논문 제목으로 검색하

면 쉽게 찾아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내용이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논문 제목을 추가

로 남긴다.

●● Collisions for Hash Functions MD4, MD5, HAVAL-128 and RIPEMD

●● How to Break MD5 and Other Hash Functions

●● Finding Collisions in the Full SHA-1

자 그러면 해시 함수가 깨졌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해시 함수의 복호화 자체는 불가능

한 것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 사실 수학적인 증명 말고도 상식 선에서 이해

를 해도 된다. 입력 값의 조합은 무한한데 출력은 일정 길이의 유한한 값이니 말이다. 

원본의 소실이 발생하는데, 원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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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고 깨졌다라고 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이해해보자.

표 1-2은 앞서 살펴보았던 표 1-1과 동일하다. 사실 해시 함수의 알고리즘은 원리가 

많이 비슷하다. 2012년에 SHA-3로 선정된 케착Keccak
3을 제외하면 말이다.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해시 값 길이가 160비트 이하인 해시 함수는 더 이상 안전하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러한 해시 함수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일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결국 해시 함수가 깨졌다는 말과 같은 것일까?

해시●함수 해시●값●길이(비트) 보안●강도 권고●여부

MD5 128 80비트 미만 권고하지 않음

SHA-1 160 80비트 미만 권고하지 않음

HAS-160 160 80비트 권고하지 않음

SHA-2

SHA-224 224 112비트 권고

SHA-256 256 128비트 권고

SHA-384 384 192비트 권고

SHA-512 512 256비트 권고

표 1-2 해시 함수 종류와 보안 강도

표 1-2에서 보면 해시 값 길이에 따른 보안 강도가 해시 값 길이의 거의 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계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산은 엄청

나게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보안 강도라는 것은 얼마나 안전한지를 나

타내는 것으로 이해해 두자. 그 값은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를 할 테니 우리는 결과에 대

해서만 알고 있으면 된다.

해시 함수는 세 가지 기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평소에 쓰던 단어가 아니라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3　 SHA-2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공모

하여 2012년에 새로운 해시 함수 SHA-3의 알고리즘으로 선정

1  역상 저항성

주어진 임의의 출력 값 y에 대해, y=h(x)를 만족하는 입력 값 x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2  두 번째 역상 저항성

주어진 입력 값 x에 대해 h(x)=h(x’), x≠x’를 만족하는 다른 입력 값 x’를 찾는 것이 계산

적으로 불가능하다.

3  충돌 저항성

h(x)=h(x’)를 만족하는 임의의 두 입력 값 x, x’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말은 좀 어렵다. 개념은 어렵지 않지만 이상하게 수식이 들어가면 어렵게 느껴진

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역상 저항성이라는 것은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의

미다. 즉 해시 값에서 입력 값을 찾아내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성질을 뜻한다. 충

돌 저항성이라는 것은 ‘같은 해시 값을 만드는 임의의 입력 값 두 개를 찾는 것이 계산적

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역상 저항성이라는 것은 ‘특정 입력 값에 대

해서 해시 값을 구하고, 이와 같은 해시 값을 만드는 다른 입력 값을 찾는 것이 계산적

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충돌 저항성과 두 번째 역상 저항성이 같은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충돌 저항성은 해시 값이 같은 임의의 두 입력 값을 찾는 것이

고, 두 번째 역상 저항성은 입력 값 x에 대해서 같은 해시 값을 가지는 다른 입력 값 x’

를 찾는 것이다. 얼핏 말장난 같지만 충돌 저항성에 해당되는 값을 찾는 것이 쉽다는 것

만 이해하자. 어차피 어떤 공식이 있어서 대입해서 값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여

러 번 시도를 해서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100번만 시도하면 찾을 

수 있는 것과 2100번 시도해서 찾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해시 함수가 깨졌다라는 

것은 일정 확률로 시도해볼 수 있는 수치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경우를 말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2128번 시도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280만 시도하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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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4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자. 그런데 2128번 시도를 할 때는 수 십년이 걸

렸는데, 280만큼 시도하는 데는 현재의 컴퓨팅 파워로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면 이 해시 

함수는 깨졌다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의 컴퓨팅 파워로도 280번 시도를 하는데, 수십 년

이 걸린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직은 깨졌다고 말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

으로 2년 후에는 수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가진다고 예측되고, 그러면 

이 해시 함수는 현재부터 2년 뒤인 2017년까지만 안전하며 그 이후에는 다른 해시 함수

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NIST에서는 SHA-1이 2011년까지만 안전하

고 그 뒤부터는 안전하지 않다고 결과를 발표했으며, 거기에 맞추어 행정전자서명 고도

화도 2011년까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에 진행이 된 것이다.

일정한 길이의 해시 값을 계산하는 해시 함수는 입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충돌은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지만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해시 함수가 깨졌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실제로 충돌이 발생하는 입력 값의 쌍을 한 번 테스트해보자. 이 두 개의 값은 이

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http://en.wikipedia.org/wiki/MD5 참고). 

필자는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아래의 입력 값에 대한 해시 값을 뽑아보

겠다. 정말 79054025255fb1a26e4bc422aef54eb4와 같은 해시 값이 나오는지 말이다.

다음 입력 값에서 서로 다른 부분은 음영으로 표현했다.

<입력 1>

4　해시 함수에서 충돌 쌍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입력 값인데 같은 해시 값이 나오는 입력 값의 쌍을 말한다.

<입력 2>

그림 1-15 해시 값 충돌 예(파이썬으로 구현)

필자는 프로그래밍하기가 간단해서 파이썬으로 만들어보았지만, 여러분은 각자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한 번 해시 값을 구해보기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해시 값을 만들 수 있는 충돌 쌍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면, IT 환경에서 이제 MD5와 SHA-1은 전혀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해시 

함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로 그 용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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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기상천외한 발명 - 전자서명

현재 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매년 3월 초에 정보보호 서약서라는 문서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이 서명을 하고 있다. 필자의 입사 초창기에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문

서에 직접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다. 수년 전부터는 정보보호 서약서에 전자서명을 도

입해서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전자서명을 수행하면, 문서에 직접 서명을 하

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저장되므로 예전처럼 직접 서명한 문서를 어디에 보관할 필요도 없

으니 말이다.

그림 1-16은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3월에 받는 서약서 양식의 일부분이다.

그림 1-16 정보보호 서약서의 일부(사번과 성명을 입력하여 서명)

사번과 성명을 입력하고 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내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이

용해서 서약서를 읽고 동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자서명을 수행한다.

그림 1-17 정보보호 서약서의 일부(사내 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 후 제출하기 전)

전자서명은 위조 및 변조를 할 수가 없으므로 직접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증서를 이용해서 전

자서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림 1-17은 서명을 완료 한 후에 제출하기 직전의 화면이다. 이제 제출하고 나면 필자 

본인이 해당 서약서에 동의를 직접 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전자서명이 도

입되기 전에 직접 수기로 서명을 할 때도 양식은 위와 똑같았다. 단지 지금은 키보드로 

사번과 성명을 입력하고 사내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하지만, 예전

에는 직접 손으로 사번과 성명을 쓰고 성명 옆에 수기로 본인 서명을 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 다음에도 해당 문서의 원본이나 스캔본을 제출하여 보관했다.

사내에서 전자서명을 할 때도 1장에서 설명한 NPKI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가 회사에서 서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과정을 살펴보자.

1   사내에서 발급하는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발급 받

을 때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2  서약서의 양식에 사번과 성명을 입력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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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력한 양식에 전자서명을 수행한다. 여기서 발급 받

을 때 입력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4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원본 문서를 보여주고 본인이 확인하면 제출한다.

필자가 생각할 때는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과정이 예전에 직접 문서에 수기로 서명을 하

고 원본 또는 스캔본을 제출하던 방식보다는 훨씬 편리한 것 같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

게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필자가 여러분에게 전자서명 방식을 강요할 생각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럼 앞의 전자서명 과정에서 서명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본인을 식별하는 것일

까? 일단 서명의 실체를 한 번 살펴보자. 서약서라는 문서 자체는 바이너리 형태의 데

이터다. 그리고 거기에 사번과 성명을 입력하면, 역시나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일 뿐

이다. 필자가 사번과 성명을 입력하여 저장하면, 양식에 사번과 성명이 입력된 바이너

리 형태의 데이터가 원본 문서가 된다. 그리고 발급 받은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

밀번호를 입력하면, 원본 문서에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해시 값을 추출하고, 이 해시 값

에 대해서 발급 받은 개인키로 암호화를 수행한다. 인증서 비밀번호라는 것은 사실 개

인키를 암호화할 때 사용한 비밀번호다. 발급 받은 개인키로 암호화한 값도 역시 바이

너리 데이터이며 이 값이 결국은 전자서명의 실체다. 그리고 방금 설명한 과정이 가장 

간단한 전자서명의 과정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때 전자서명 값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도 같이 저장한다. 원본이 있어야 전자서명 검증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본 문서는 바이너리 데이터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

는 그냥 평문이다. 만약 이 값을 누군가 수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본을 수정하여 서

명을 안 한 사람이 서명했다고 할 수도 있고 서명 한 사람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걱정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 검증의 과정을 한 번 살펴보자. 먼저 전자서명 값을 

찾아서 공개키로 복호화를 수행한다. 복호화를 수행하면 원본 문서에 대한 해시 값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해시 값을 해시 값1이라고 하자. 그리고 전자서명의 대상이 된 원

본 문서도 같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본 문서를 대상으로 해시 값을 직접 구한다. 

이 해시 값을 해시 값2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해시 값1과 해시 값2가 같은지를 비교한

다. 만약 이 값이 같다면 전자서명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르다면 원본 

문서의 변형이 일어나서 서명 검증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전자서명을 하면, 원본 문

서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도식화해보겠다.

서약서
+

사번,성명

인증서
(공개키 포함)

+
개인키(암호화)

서약서
+

사번,성명

암호화된 해시 값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값

해시 값
해시 함수 적용

암호화된 해시 값

전자서명 값

개인키로 암호화

그림 1-18 전자서명 과정

그림 1-18을 통해서 살펴보면 전자서명의 과정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복잡한 것 같

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다. 단지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부분과 실제로 개

인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이는 실제로 구현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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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미 구현된 API나 라이브러리5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6장에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긴 할 것이다. 아

주 이해하기 쉽도록 말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증서
(공개키 포함)

+
개인키(암호화)

서약서
+

사번,성명

암호화된 해시 값
해시 값1과 해시 값2를 비교

전자서명 검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값

해시 값1

해시 값2

암호화된 해시 값을
공개키로 복호화

원본 문서에 해시 함수 적용
(서약서 + 사번,성명)

그림 1-19 전자서명 검증 과정

그림 1-19는 전자서명 검증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여겨질 것이

다. 전자서명과 마찬가지로 암호화된 해시 값을 공개키를 이용해 복호화하는 과정과 실제 

원본에서 해시 값을 다시 뽑아내는 것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흐름 자체는 어렵지 않다.

전자서명 검증 과정에서 보면 원본 문서를 수정하면 전자서명 검증 과정에서 해시 값1

과 해시 값2가 같지 않아 검증에 실패할 것이다.

5　Python: pycrypto (https://pypi.python.org/pypi/pycrypto)  

5　 Java: 기본적으로 암호 모듈이 내장되어 있으며 JCE(Java Cryptography Extension)아키텍처를 통해 Bouncy 

Castle(https://www.bouncycastle.org/java.html)과 같은 외부 모듈을 활용할 수도 있다. Java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암호 모듈의 경우 긴 길이의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치가 필요하다( http://download.oracle.com/otn-pub/

java/jce/8/jce_policy-8.zip).

이제 전자서명의 구체화된 모습은 이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전자서명을 통해 어떻게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사실 전자서명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키와 개인키 쌍이 있어야 하는데 필자

가 스스로 발급하고 서명을 해버리면, 제 3자는 정말 필자 본인의 공개키와 개인키 쌍인

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인인증체계에서는 인증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필자의 경우

에는 회사에서 자체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 개개인을 식별하도록 보

증하는 것이다. 회사 내의 서약서는 회사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인증 기관처럼 생각해도 되는 개념이다.

단순하게 전자서명 용어만 놓고 보면 이 장의 제목처럼 개인을 식별한다라는 개념까지 

포괄할 수 없으나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 체계를 놓고 보면 어떤 

방법이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된 상태에서 전자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자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한 과정만으로 오프라인의 개인 서명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

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필자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예로 

설명을 했지만 모든 전자서명 과정이 이와 동일하다.

이번 장에서는 일단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6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리즘

을 살펴보면서 전자서명에 대한 지식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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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알고리즘이 어렵다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자

1.6 도널드 커누스의 조언 -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하면 되

지 않을까?6

독자 여러분들은 도널드 커누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이다. TeX 조판 시스

템과 METAFONT 폰트 디자인 시스템 등을 만들었으며, 1974년에 튜링상을 수상하였

다. 너무 유명한 분이라 소개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하다.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은 알고리즘을 공부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다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도 

유명한 책이다. 필자도 원서로는 거의 읽지 않다가 류광 님이 번역을 한 뒤로 조금씩 읽

어보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나 다 읽어 보지는 못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을 다 읽은 사

람은 꼭 자기에게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필자가 본 글 중에 남수진 님이 도널드 커누스를 직접 만난 후기를 작성하여 공

개한 문서를 읽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학자답지 않고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을 볼 수 있

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pdf를 받아서 읽어보기를 바

란다.

남수진 님의 "도널드 커누스를 만나다": http://ktug.org/~sjnam/pdfs/visithim.pdf

그림 1-20 도널드 커누스(출처: 위키피디아)

6　스티븐 레비의 CRYPTO에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이 부분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그렇다면 이 분이 도대체 암호학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

일까?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커누스가 암호학을 직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다

(전문적인 암호학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커누스가 휫필드 디피

Whitfield Diffie와 마틴 헬먼Martin Hellman에게 조언한 내용이 로널드 라이베스트Ronald Rivest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디피와 헬먼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도널드 커누스가 

이 얘기를 듣고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했다고 한

다. 당시 디피와 헬먼은 일방향 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커

누스는 거의 직관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 여겼던 것 같다. 

그렇지만 디피와 헬먼은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

다. 그래도 결국 1976년에 ‘암호학의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최초의 공개키 개념이 담긴 알고리즘을 완성한다. 디피-헬먼 알고리즘은 실

제로 전자서명 기능이나 암호화 기능은 없다라는 약점이 있다. 엄밀하게 보면 공개키 

암호라기보다는 키 합의Key Agreeement
7용 알고리즘인 것이다.

라이베스트는 디피와 헬먼의 ‘암호학의 새로운 방향’ 논문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에 매달리게 되며 아디 샤미르Adi Shamir, 레너드 에이들먼Leonard Adleman

을 영입하여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커누스 교수는 라이베스트의 스승이기도 했기 때문

에 커누스 교수가 디피와 헬먼에게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

고 조언을 했던 내용을 라이베스트가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정말 알고 있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먼은 결국 1978년에 소인수 분해의 어

려움에 기반을 둔 RSA 알고리즘을 완성한다. RSA 알고리즘은 전자서명, 암호화가 가

능한 진정한 의미의 공개키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7　 보통 비밀키는 한 명이 생성하여 통신 상대방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한 뒤에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디피-헬먼 알고리즘

의 경우에는 각자가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각각 비밀키를 생성하더라도 같은 비밀키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키 합의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키 교환 방식의 일종이나 직접적으로 키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키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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