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yptography

(chapter05)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소개

암호학은 Security enginnering 과 수학이 합쳐진 것이다. 암호학은 우리에게 다양한 암호화 

툴과 프로토콜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컴퓨터 보안과 암호화 커뮤니티는 서로 떨어진 상태로 

발전해왔다.

2. 용어 정리

(1) 암호학(cryptology): 보안과 수학

o 암호기술(cryptography) : 암호를 설계하는 기술 내지는 과학 

o 암호해독(cryptanalysis) :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 내지는 과학

(2) 암호의 기본 구성 요소: 알고리즘과 키

o 블록 암호(block cipher)

o 스트림 암호(stream cipher)

o 해시 함수(hash function)

3. 이론적으로 안전한 암호

이론적으로 안전한 암호는 1회만 사용하는 난수를 바탕으로 하는, 쓰고 버리는 키를 사용해서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만들을 경우이다.
사용하고 버리는 키를 사용할 경우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1949년에 섀넌에 의해서 수

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4. 암호해독이 가능해지는 조건 3가지

(1) 암호화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는 경우

(2) 문자 출현율의 치우침 등 평문에 대해 통계적 성질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3) 암호화의 예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5. 디지털 서명

6. 해쉬 함수

해쉬 함수 h(x)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o 압축 : 출력 길이가 작아야 함

o 효율성: 어떤 x에 대해서도 h(x)를 계산하기가 쉬워햐 함

o 단방향:

주어진 y 값에 대해 h(x) = y를 만족하는 x 값을 찾는 것이 어려워야 함

즉 암호화 문자를 가지고 암호화 하기 전 평문 문자를 구할 수 없어야 함

o 충돌 방지:

주어진 x와 h(x)에 대해 h(y) = h(x)를 만족하는 y != x를 찾기 어려워야 함

즉 다른 키로 같은 암호문이 나오면 안됨

o 많은 충돌들이 존재하지만, 찾기가 어려워야 함

부록 – 단어 정리

malice 악의 undermine 약화시키다.
discipline 훈련 perception 인식, 지각
evolve 서서히 발전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expertise 전문적 기술 composite 혼성,혼합
major 보다 중요한 fraud 사기
viability 생존능력 deception 사기
asymmerty 어울리지 않음,비대칭 surge 급상승
pretext 구실, 핑계 compromise 절충, 타협
pretexting 위장 eavesdropping 도청, 엿듣기
rest 휴식, 나머지 forgery 위조죄, 위조된 물건
turnstile 회전문 uptake 활용, 흡수
antecedent 선행 사건, 선조 delegation 위임, 대표단
suppressing 진압하다 physiology 생리학
dozen 다수, 여러개 intuition 직관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