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대칭 암호알고리즘: DES, SEED128
4.1 DES
4.1.1 DES 개요
대칭 암호알고리즘에 대한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2년도에 미국의 표준화 기
구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는 표준화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로 1977
년에 DES(Data Encryption Standard)를 표준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DES는 IBM에서 제안한
Lucifer라는 암호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NIST는 표준화 과정에서 Lucifer에 대해
NSA(National Security Agency)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 원래 키 길이를 128비트에
서 56비트로 축소하였고, 내부 동작 메커니즘 중 일부를 교체하였다. 표준으로 채택된 DES
의 원래 유효기간은 10년이었지만 20년 동안 표준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10년 후에도
DES가 표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3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DES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큰 허점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56비트 길이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DES는 오늘날 컴퓨팅 기술로는 그 키 길이가 너
무 짧다. 따라서 1997년에 새 표준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10월에 새 표준이
채택되었다.
DES는 블록방식의 대칭 암호알고리즘이며, 블록의 크기는 64비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의 길이는 56비트이다. 하지만 보통 패러티 비트를 추가하여 64비트로 표현한다. 이
키는 총 16개의 길이가 48비트인 부분키로 확장된다. 총 16라운드로 구성되며, 각 라운드는
혼합 암호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라운드마다 하나의 부분키가 사용된다.
4.1.2 DES 암호화/복호화 함수
DES의 암호화 과정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에 알 수 있듯이 64비트 평문은 초기 자리바
꿈(IP, Initial Permutation) 과정을 거친 후에 두 개의 32비트 블록   ,  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16라운드를 거치게 되며, 두 결과 블록은 다시 합쳐 최종 자리바꿈(FP, Final
Permutation) 과정을 거쳐 암호문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초기 자리바꿈과 최종 자리바꿈은
서로 역 관계가 성립한다. 즉, 입력을 초기 자리바꿈을 한 다음에 다시 최종 자리바꿈을 하
면 그 결과는 입력과 같아진다. 초기 자리바꿈과 최종 자리바꿈은 그림 4.2와 같다. DES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총 16라운드를 통해 암호화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마지막 라운드
는 그 결과가 이전 라운드와 달리 교차되지 않는다. 복호화 과정은 부분키의 사용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암호화 과정과 동일하다. 암호화 과정은 부분키 1부터 16까지 차
례로 사용하지만 복호화 과정에서는 반대 순서로 사용한다. DES 과정을 수학식처럼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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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DES의 암호화 과정

초기 자리바꿈과 최종 자리바꿈은 서로 상쇄되는 연산이므로 암호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DES의 안전성은 각 라운드에서 사용되는 F 함수에 의존한다. F 함수의 내부
구성은 그림 4.3과 같다. F 함수는 입력으로 받은 32비트 블록을 확장 자리바꿈을 통해 48
비트로 확장한 다음 부분키와 XOR 연산을 한다. 그 다음 결과를 S-box 치환을 통해 32비
트로 축소하고, 이 결과를 다시 P-box 자리바꿈을 한다. DES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연산
은 역이 가능하다. 유일하게 역을 취할 수 없는 연산이 S-box 치환이다. 따라서 DES 안전
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S-box이다. 확장 자리바꿈과 P-box 자리바꿈은 그림
4.4와 같다. 확장 자리바꿈의 경우에는 새로운 값을 이용하여 32비트를 48비트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비트들 중에 일부를 중복하여 확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장하는 이
유는 내부 연산의 적용이 빠르게 퍼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눈사태 효과

(avalanche effect)라 한다. 따라서 매우 유사한 평문을 암호화하여도 그 결과는 매우 다르
다.

(ㄱ) 초기 자리바꿈

(ㄴ) 최종 자리바꿈

<그림 4.2> 초기 자리바꿈과 최종 자리바꿈

<그림 4.3> DES의 F 함수의 구성도

(ㄱ) 확장 자리바꿈

(ㄴ) P-Box 자리바꿈

<그림 4.4> 확장 자리바꿈과 P-Box 자리바꿈

<그림 4.5> S-box 1

DES에는 총 8개의 S-Box가 정의되어 있다. 각 S-box 치환은 6비트를 입력받아 4비트를
출력한다. 첫 번째 S-box은 그림 4.5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S-box의 모든 행은
0부터 15까지 수로 구성되어 있다. S-box의 치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z 입력 6비트를     로 표현하였을 때 이중에  이 행 값이 되고,   가 열
값이 된다. 예를 들어 입력이 011011이면 행은 1(01)이고, 열은 13(1101)이 된다. 따라서
결과는 5(0101)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므로 출력 값이 5이면 그것의 입력은 011000, 011011, 111100,
110001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역을 취할 수 없다.
4.1.3 DES 키 스케줄링
DES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56비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8개의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보통 64비트로 표현한다. DES의 56비트 키는 16개의 부분키로 확장되어 각 라운드에 사용
된다. 이 처럼 하나의 짧은 길이의 키로부터 각 라운드에 사용할 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 한다. DES의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그림 4.6에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그림 4.6> DES의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

z 단계 1. 56비트 키를 그림 4.7에 기술된 키 자리바꿈 연산을 통해 두 개의 28비트 블록
으로 나눈다.
z 단계 2. 두 개의 블록은 각 라운드마다 독립적으로 1비트 또는 2비트 왼쪽 순환이동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1, 2, 9, 16번째 라운드 키를 생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2비트
이동을 한다.
z 단계 3. 각 28비트 블록은 그림 4.8에 기술된 압축 자리바꿈을 통해 24비트 블록이 되
며, 두 개의 24비트 블록이 결합되어 48비트 라운드 키가 생성된다.
z 단계 4. 단계 2부터 3을 16번 수행하여 각 라운드 키를 생성한다.

(ㄱ) 왼쪽 키 자리바꿈 맵

(ㄴ) 오른쪽 키 자리바꿈 맵

<그림 4.7> 키 자리바꿈

(ㄱ) 왼쪽 압축 자리바꿈 맵

(ㄴ) 오른쪽 압축 자리바꿈 맵

<그림 4.8> 키 자리바꿈

4.1.4 DES의 안전성
DES 내부에서 사용되는 연산은 크게 XOR, 자리바꿈, 순환이동, 치환 등이 있다. 이 중에
유일하게 선형이 아닌 것은 S-Box 치환 연산이다. 즉, 나머지 연산들은 그 역을 취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기지 평문 공격을 통해 키를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S-Box가 DES의 안전
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NSA가 표준에 대한 자문 과정에서 원래 Lucifer가 사용하던 것
을 현재의 S-Box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NSA가 이 부분에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트랩도어를 숨겼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며, 거꾸로 NSA가 IBM을 믿지 못하였기 때
문에 변경하였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대칭 암호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 공격
중 하나가 차분 해독법(differential cryptoanalysis)이다. 그런데 Biham과 Shamir는 DES의
S-Box가 차분 해독법에 대해 강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나중에 증명하였다. 이 증명이 공
개되자 IBM 개발자는 이미 개발할 당시부터 이 해독공격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공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처럼 표준으로 채택 된지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DES에 대한 어떤 허점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DES의 키 길이는 56비트밖에 되지 않으며, 오늘날 컴퓨팅 능력은 DES
가 표준으로 채택된 1977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1977년 당시 Diffie와 Hellman은
$20,000,000이면 하루만에 DES 키를 찾아내는 특수 하드웨어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였다.
비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인 보안 문제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1993년에 Weiner는
$100,000이면 하루 반 만에 DES 키를 찾아내는 특수 하드웨어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DES 알고리즘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DES의 키 길이를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제안된 것이 3중 DES(Triple D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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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S에는 큰 허점이 없지만 DES에서 사용 가능한 2 개의 키 중
에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DES는 16개의 라운드 키를 사용하는
데 이들이 모두 다를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 반대로 이들이 모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표 4.1에 제시된 4개의 키
를 사용하면 라운드 키가 모두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 4.1> DES의 약한 키

약한 키(홀수 패리티 사용)
01 01 01 01 01 01 01 01 01

실제 키 (키 자리바꿈 후)
00 00 00 00 00 00 00

FE FE FE FE FE FE FE FE

FF FF FF FF FF FF FF

1F 1F 1F 1F 0E 0E 0E 0E

00 00 00 0F FF FF FF

E0 E0 E0 E0 F1 F1 F1 F1

FF FF FF F0 00 00 00

이들을 키를 사용할 경우에 평문을 암호화한 결과가 평문 자체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을 약한 키(weak key)라 한다. 이 외에 12개의 중간 약한 키(semiweak key)들이 있다.
이들을 사용하면 두 종류의 라운드 키만 사용하게 되며, 이들 키를 사용할 경우에 평문을
암호화한 결과가 평문 자체의 보수가 될 수 있다. 또 4개의 라운드 키들만 사용하게 되는
48개의 키가 존재한다. 따라서 DES 키를 생성할 때 임의로 생성된 키가 이들에 속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능한 256개의 키 중에 64개만 문제가
되므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DES의 보안성을 위협하는 또 한 가지 특성은 보수 특성(complementation property)이다.
보수 특성이란 DES에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평문  를 키  로 암호화하였을 때 결과가  라 할 때, 평문을 보수하고 키를 보
수하여 암호화하면 그 결과는  의 보수가 된다. 이것의 의미는 256개의 키 대신에 255개의
키만 검사하면 키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z 어떤 사용자가 키  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사용자가 이 키로 암호화한 평문과 암
호문 쌍      
    두 개를 공격자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z 이 경우 공격자는 하나의 키  ′을 검사하면  ′과 
 ′ 가 사용자의 키인지 동시에 다음
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우선 추측한 키  ′를 이용하여  를 암호화한다. 그 결과가     ′  라 하자.
– 이 때     이면  ′   가 된다.

    이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 만약 
 ′   가 된다.     ′  이므로 보수
   
      이다.
    이므로  
특성에 의해  
 이다. 그런데 
′ 
′ 
이 처럼 DES의 보수 특성은 DES의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DES는 군이 아니다.
만약 DES가 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삼중/이중 DES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DES
는 군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z ∃                  
z ∃                      

4.2 블록 암호알고리즘의 구조
블록 암호방식은 앞서 살펴본 DES처럼 단순 연산들을 구성된 단순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암호학적으로 강한 함수를 만드는 과정으로 개발된다. 반복되는 함수를 라운드 함
수라 하고,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암호키를 라운드 키라 한다. 라운드 키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키 길이가 너무 길어져 보통 하나의 짧은 암호키를 확장하여 라운드 키
를 생성한다. 블록 암호방식은 라운드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SPN(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과 Feistel 구조로 분류된다. DES는 Feistel 구조에
속한다. 특히, DES의 복호화 과정에서 암호문이 평문으로 바뀌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
복호화 과정에서 암호화 과정에 계산된 F함수의 값들과 동일한 값들을 만들어 XOR 연산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함수가 어떤 모습을 하던지 Feistel 구조는
역 변환이 가능하다.

4.3 대칭 암호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대칭 암호알고리즘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공격 방법들은 차분 해독법과 선
형 해독법(linear cryptoanalysis)이다. 차분 해독법은 두 개의 평문의 XOR 값과 대응되는 두
개의 암호문의 XOR 값을 비교하여 공격하는 방법이며, 선형 해독법은 평문에 있는 비트들
의 선형 관계와 마지막 S-box의 입력 비트들의 선형 관계를 통해 공격하는 방법이다.

4.4 DES의 확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S의 가장 큰 문제는 키 길이가 짧아 오늘날 컴퓨팅 능력으로
는 쉽게 전사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DES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
해 연구되었다. 이 절에서 DES의 확장인 이중 DES와 삼중 DES를 살펴본다.
4.4.1 이중 DES
이중 DES는 하나의 평문을 암호화할 때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로 두 번 암
호화하는 것이다.
z 암호화:          
z 복호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S는 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처럼 암호화하면 키의
길이를 56비트에서 112비트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
간만남 공격(meet-in-the-middle attack) 때문에 안전성이 단일 DES와 별 차이가 없다.
이중 DES에 대한 중간 만남 공격은           와 같다는 특성을 이용한 공격이다.
즉, 기지 평문 쌍    를 가지고 있는 공격자는  를 우선 가능한 모든 키로 암호화하여
목록을 만들고,  를 가능한 모든 키로 복호화하여 또 다른 목록을 만든다. 두 목록을 비교
하여 일치하는 쌍을 찾으면 그 때 사용된 두 개의 키가 후보 키가 될 수 있다. 공격자가 하
나의 기지 평문 쌍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48개는 엉뚱한 후보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한 암호문을 생성할 때 사용될 가능한 키의 개수가 2112이지만 가능한 암호문의 수는 264
이므로 248개의 키는 한 평문을 동일한 암호문으로 암호화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가 기
지 평문 쌍을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암호문의 수가 2128로 증가하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를 이용하여 평문을 암호화하였을 때 결과 암호문이 같을 확률은 2-16이다. 따라
서 두 개의 기지 평문 쌍만 있으면 258의 노력으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4.4.2 삼중 DES
앞 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 DES는 중간 만남 공격 때문에 기대했던 O(2112)의 안전
성 대신에 단일 DES와 별 차이가 없는 O(258)의 안전성만 제공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삼중 DES가 제안되었다. 삼중 DES는 DES를 세 번 사용하지만 세 개의 다른 키 대신
에 두 개의 키만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z 암호화:             
z 복호화:             
위 식을 알 수 있듯이 세 번 연속해서 암호화를 하지 않고 중간에 복호화 연산을 사용한다.
이것은 두 개의 키가 같을 경우에는 단일 DES와 같아지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 이와 같
이 정의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암호화하면 이중 DES와 달리 중간 만남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

<그림 4.9> Merkle과 Hellman의 삼중 DES에 대한 선택 평문 공격

Merkle과 Hellman은 복잡도가 O(257)인 삼중 DES에 대한 선택 평문 공격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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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공격은 2 개의 선택 평문/암호문 쌍이 필요하므로 현실성이 있는 공격이 아니다.
이 공격의 원리는 그림 4.9에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z 단계 1. 모든 비트가 0인 64비트 블록을 만들어 이것을   으로 암호화된 암호문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이 블록의 비트 값은 꼭 모두 0일 필요는 없다. 이 블록을 가능한 모
든 키로 복호화하여 평문 목록을 만든다, 이 목록은 평문을   으로 암호화하고   로 복
호화한 목록으로도 활용한다.
z 단계 2. 공격자는 만들어진 평문 목록에 대한 선택 평문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이 평문 목록에 대응되는 삼중 DES의 암호문 목록을 공격자가 얻을 수 있다고 가정
한다.
z 단계 3. 삼중 DES의 선택 평문 암호문 목록을 대응되는 평문을 얻을 때 사용된 키로 복
호화한다.
z 단계 4. 단계 3에서 복호화하여 얻은 목록과 평문 목록을 비교하여 일치된 값을 찾는다.
단계 1의 비용은 256이며, 단계 3의 비용도 역시 256이다. 따라서 총 비용은 257이다.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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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 개의 선택 평문이 필요하므로 현실성이 없다.
Oorshot와 Wiener는 선택 평문 공격 대신에 기지 평문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Merkle과 Hellman은 삼중 DES 암호화 과정의 중간 값을 고정한 상태에서 출발하므로 선택

평문 공격을 해야 하였다. 따라서 Oorshot와 Wiener는 이것을 기지 평문 공격으로 바꾸기
위해 중간 값을 고정하지 않는다. 대신 추측을 한 다음에 가능한 모든 키로 복호화하여 가
지고 있는 기지 평문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Merkle과 Hellman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추측하여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하나의
기지 평문 쌍이 있을 때 올바른 중간 값을 선택할 확률은 1/264이다. 따라서 개의 쌍이 있
으면 성공할 확률은  이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략  번 시도를 해야 한
다. 따라서 이 공격의 비용은 대략   ×   이며, 기지 평문 쌍이 많을수록 비용이 줄
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지 평문 쌍이 필요하므로 삼중 DES의 사용이 문제가 될 정
도의 현실성이 있는 공격은 아니다.

<그림 4.10> Oorshot와 Wiener의 삼중 DES에 대한 기지 평문 공격

삼중 DES에 암호화 모드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삼중 DES를 하
나의 암호화 함수로 보고 암호화 모드를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 번의 DES 암호
화마다 암호화 모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자를 외부 암호화 모드 방법이라 하고, 후자를
내부 암호화 모드 방법이라 한다. 외부 방법은 하나의 초기벡터만 필요하지만 내부 방법은
3개의 초기벡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과 암호문이 3블록이나 커진다. 만약 하드웨어로 삼
중 DES를 구현하고, 3개의 DES 칩을 사용한다면 내부 방법은 각 칩을 병행 수행하여 빠르
게 암호화할 수 있지만 외부 방법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전성은 오히
려 외부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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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을 증명하시오.
1. DES의 보수 특성       
 
2. DES의 암호화와 복호화가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즉,        
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