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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정보보호 이슈들로 대표적으로 PRISM 프로젝트와 국내 금융사 및 여러 회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이야기 할 수 있다. PRISM 프로젝트는 미국 국가 안보국이
2007년부터 시작한 국가 보안 전자 감시 체계 중 하나로 2007년 9월 11일,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2007년 미국 보안법에 의거해 NSA의 대규모 국내외 감시 체계가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전직 CIA 요원 이었던 애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하여 PRISM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우편, 통화정보 등의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
하였으며, 구글 애플, 야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이 협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NSA의 주요 동맹국 정상에 대한 불법 도청 사실까지 밝혀짐으로써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최근 은행,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 정보 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내부자의 소행이 대부분으로, 내부자는 기업 내부 자료에 접근이 쉽고 보안 취약점을 잘 알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정보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기업 내부
정보의 유통과 접근에 대해 외부에서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어 제 2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유출 사건을 야기할 수도 있다.
PRISM 프로젝트의 폭로로 인하여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간의 마찰이 예상되며 최근
SNS, 모바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되는 최근 불법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내외
반응과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유출 경위, 유출된 개인
정보의 종류, 개인의 피해 유형과 피해규모 등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2차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 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최신 정보보호 이슈들로 인하여 암호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암호화, 패스워드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신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암호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외 암호기술 관련 표준 및 안내서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암호기술 연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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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신 암호기술 이슈
1. PRISM 프로젝트
PRISM 프로젝트는 미국 국가 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2007년부터
시작한 국가 보안 전자 감시 체계(Clandestine National Security Electronic Surveillance)
중 하나이다. 2007년 9월 11일,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2007년 미국 보안
법에 의거해 NSA의 대규모 국내외 감시 체계가 출범하게 되었다. 2013년 6월 6일 전직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PRISM
프로젝트를 폭로하였다. 이에 따르면 PRISM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우편, 통화정보 등의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구글, 애플, 야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이
협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NSA의 주요 동맹국 정상에 대한 불법 도청 사실까지 밝혀
짐으로써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되었다.
개인정보 수집 계획인 프리즘 프로젝트는 9.11테러를 통해,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려둔
위험인물 외의 불순분자들의 존재가 확인되어 새로운 정보수집과 검열이 필요해져 시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프리즘 프로젝트의 작동 형태는 스노든 말에 따르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하는 대상자의 이메일,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 정보까지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프리즘은 “합법적인 범주 하의 수집”이라 반박하였고, 또 이에 대해 스노든은 1급 기밀
문서와 수집이 행해진 지역과 빈도에 대해 기록된 첩보지도를 공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승인한 이중 타원곡선 난수 발생기
(Dual-EC DRBG)라 불리는 암호화 표준에 NSA가 백도어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암호기술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암호 신기술 연구와 암호기술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2. 개인정보 유출
최근 은행,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기업의 내부 정보 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내부자의 소행이 대부분으로, 내부자는 기업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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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ISM 프로젝트에 관한 NSA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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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접근이 쉽고 보안 취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정보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기업 내부 정보의 유통과 접근에 대해 외부에서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므로 제2의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야기할 수도 있다.

<표 1>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 및 피해 규모
사고일자

사건 개요

피해 규모

2013.03

MBC, KBS, YTN 등의 방송 매체와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등
전산망 마비

2013.04

IBK 캐피탈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2013.05

한화손해보험 고객 개인정보 유출

16만 명

2013.05

메리츠화재 고객 개인정보 유출

163,925명

2013.12

한국SC은행, 시티은행 고객 개인정보 유출

13만 7,000건

약 32,000대 PC 사용 중단
데이터 유출 규모 추정 불가
개인신용정보 516건
개인식별정보 5,280건 유출

KB 국민카드 5,300만 건
2014.01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2,600만 건
NH농협카드 2,500만 건

2014.03

KT 고객정보 유출

1,200만 건

이러한 유출사고의 문제점으로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활용 및
허술한 전산보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포괄적 동의의 강요 등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 정보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본인의 정보
이용·제공 상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렵고, 정보보호를 요청할 규정 및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렇게 수집하게 된 정보들 또한 금융회사의 영업중시 관행으로 고객정보관리에
소홀하고, 보안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제3자 제공·불법정보 수요·내부통제·
위반행위 제재 등 전 단계를 면밀히 살피고, 또한 수집된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암호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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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 경로

3. Heartbleed 취약점
통신 구간 암호화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OpenSSL 라이브러리에서 서버에 저장된 중요
메모리 데이터가 노출되는 HeartBleed라고 명명된 심각한 버그가 발견되어 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에 대한 신속한 취약점 조치가 권고된다.

•시스템 메모리 정보 노출 취약점
- CVE-2014-0160 (2014.04.07.)
•영향 받는 버전
- OpenSSL 1.0.1 ~ OpenSSL 1.0.1f
- OpenSSL 1.0.2-beta, OpenSSL 1.0.2-beta1
•영향 받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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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OpenSSL 버전이 탑재된 시스템
- 취약한 OpenSSL 라이브러리가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
•영향 받지 않는 소프트웨어
- OpenSSL 0.9.x 대 버전
- OpenSSL 1.0.0 대 버전
- OpenSSL 1.0.1g

OpenSSL 암호화 라이브러리의 하트비트(Heartbeat)라는 확장 모듈에서 클라이언트 요청
메시지를 처리할 때 데이터 길이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된 64KB 크기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하트비트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 상태 체크를 위한 OpenSSL 확장 모듈이다.
본 취약점은 원격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으로, 공격자는 메시지 길이 정보가 변조된
HeartBeat Request 패킷을 취약한 OpenSSL 버전을 사용하는 서버에 전송할 경우, 정해진
버퍼 밖의 데이터를 공격자에게 전송하게 되어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다.
취약점을 확인하는 절차로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의 시스템에서 OpenSSL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어를 통해 OpenSSL 버전 정보를 확인하여 취약점의 노출 여부를 확인
한다. 이렇게 확인을 통해 알게된 취약점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공격 형태를 통해 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공격방법

① (전송) 공격자는 하트비트 패킷 헤더에서 페이로드 길이 필드를 조작하여 서버에 전송
② (응답) 서버는 공격자가 요청한 길이(최대 64KB)만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공격자에게 응답
공격자

OpenSSL 서버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

시스템 메모리

데이터

[그림 3] OpenSSL Heartbleed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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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암호기술 관련 표준화 동향
1. ISO/IEC 암호기술 표준화 동향
ISO/IEC JTC 1/SC 27 IT Security Techniques에서 IT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7개의 워킹그룹(Working Group; WG)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ISO/IEC JTC 1/SC 27 구성
Subcommittee  /  Working Group

Title

ISO/IEC JTC 1  /  SC 27/SWG-M

Special Working Group on Management

ISO/IEC JTC 1  /  SC 27/SWG-T

Transversal Items

ISO/IEC JTC 1  /  SC 27/WG 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O/IEC JTC 1  /  SC 27/WG 2

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ISO/IEC JTC 1  /  SC 27/WG 3

Security evaluation, testing and specification

ISO/IEC JTC 1  /  SC 27/WG 4

Security controls and services

ISO/IEC JTC 1  /  SC 27/WG 5

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technologies

ISO/IEC JTC 1/SC 27/WG 2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IT 시스템과 응용에서의 기술과 메커니즘의 요구사항을 파악
•보안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메커니즘을 위한 용어, 일반적 모델, 표준을 개발

ISO/IEC JTC 1/SC 27/WG 2에서는 다루는 표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밀성(confidentiality)
•개체인증(entity authentication)
•부인방지(non-repudiation)
•키 관리(key management)
•무결성(data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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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인증(message authentication)
- 해쉬함수(hash-functions)
-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s)

<표 3> ISO  /  IEC JTC 1  /  SC 27  /  WG 2 암호기술 관련 표준 목록
표준번호

표준 제목

ISO / IEC 18033

Encryption Algorithm

ISO / IEC 29192

Lightweight cryptography

ISO / IEC 29150

Signcryption

ISO / IEC 19772

Authenticated encryption

ISO / IEC 10116

Modes of operation for an n-bit block cipher algorithm

ISO / IEC 10118

Hash-functions

ISO / IEC 15946

Cryptographic techniques based on elliptic curves

ISO / IEC 9796

Digital signature schemes giving message recovery

ISO / IEC 14888

Digital signatures with appendix

ISO / IEC 20008

Anonymous digital signatures

ISO / IEC 18370

Blind digital signatures

ISO / IEC 9798

Entity authentication

ISO / IEC 20009

Anonymous entity authentication

ISO / IEC 9797

Message authentication codes (MACs)

ISO / IEC 7064

Check character systems

ISO / IEC 11770

Key management

ISO / IEC 13888

Non-repudiation

ISO / IEC 18014

Time-stamping services

ISO / IEC 18031

Random bit generation

ISO / IEC 18032

Prime number generation

ISO / IEC 19592

Secret sharing

상태

개발 중

ISO/IEC JTC1에서는 암호 알고리즘, 경량 암호, 인증, 해쉬함수, 전자서명, 키 관리,
메세지 인증 등 다양한 암호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ID 기반 암호,
동형암호, 경량 해쉬함수, 익명 전자서명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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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ST 암호기술 표준화 동향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은
암호기술과 관련된 표준 및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연방정보처리표준(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이하 FIPS)과 SP 800 시리즈(Special Publication
800-series) 등이 대표적이다.

1) FIPS

FIPS는 연방정보보안관리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FISMA)에
따라 상무부 장관의 승인 후 NIST에 의해 발표된다. 다음은 FIPS 가운데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된 표준 목록이다.

<표 4> NIST FIPS 암호 알고리즘 관련 표준 목록
표준번호

표준 제목

제·개정일

FIPS 202
(Draft)

DRAFT SHA-3 Standard: Permutation-Based Hash and Extendable-Output
Functions

2014.05

FIPS 198-1

The Keyed-Hash Message Authentication Code (HMAC)

2008.07

FIPS 197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2001.11

FIPS 196

Entity Authentication Using Public Key Cryptography

1997.02

FIPS 186-4

Digital Signature Standard (DSS)

2013.07

FIPS 180-4

Secure Hash Standard (SHS)

2012.03

FIPS 140-3
(Draft)

DRAFT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Revised Draft)

2009.12

FIPS 140-2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2001.05

2014년 5월 28일, NIST는 FIPS 202 SHA-3 Standard: Permutation-Based Hash
and Extendable-Output Functions의 초안을 발간하였다. 이는 NIST에서 추진해온
SHA-3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SHA-3로 선정된 KECCAK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연방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표준인 FIPS 140-3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FIPS
140-3에서는 암호 모듈에 의해 만족되는 보안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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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ecial Publications (800 Series)

SP 800 시리즈는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다. 기업, 정부, 연구소 등의
협업을 통해 산출된 연구결과, 권고안 등이 발간된다.

<표 5> NIST의 암호 알고리즘 적용 관련 표준 목록 (SP 800 Series)
표준번호

표준 제목

제·개정일

SP 800-135 Rev. 1

Recommendation for Existing Application-Specific
Key Derivation Functions

2011.12

SP 800-133

Recommendation for Cryptographic Key Generation

2012.12

SP 800-132

Recommendation for Password-Based Key
Derivation Part 1: Storage Applications

2010.12

SP 800-131 A

Transitions: Recommendation for Transitioning the
Use of Cryptographic Algorithms and Key Lengths

2011.01

SP 800-108

Recommendation for Key Derivation Using Pseudorandom Functions

2009.10

SP 800-107 Rev. 1

Recommendation for Applications Using Approved Hash Algorithms

2012.08

SP 800-106

Randomized Hashing for Digital Signatures

2009.02

SP 800-90 A Rev. 1
(2nd Draft)

DRAFT Recommendation for Random Number
Generation Using 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ors

2014.02

SP 800-90 A

Recommendation for Random Number Generation Using 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ors

2012.01

SP 800-67 Rev. 1

Recommendation for the Triple Data Encryption
Algorithm (TDEA) Block Cipher

2012.01

SP 800-57 Part 3-Rev. 1
(Draft)

DRAFT Recommendation for Key Management:
Part 3 - Application-Specific Key Management Guidance

2014.05

SP 800-57 Part 1

Recommendation for Key Management: Part 1: General (Revision 3)

2012.07

SP 800-38 A~G

Recommendation for Block Cipher Modes of Operation

2001.12

SP 800-22 Rev. 1a

A Statistical Test Suite for Random and Pseudorandom
Number Generators for Cryptographic Applications

2010.02

NIST SP 시리즈에서는 키 관리, 키 유도 방법, 난수 생성, 전자 서명, 블록 암호 등에
대한 권고안이 발간되었으며 최근에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난수 생성기에 대한 권고안인
SP 800-90을 개정 중에 있다. 이는 해쉬함수, 블록암호 등의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키 관리 권고안인 SP 800-57을 개정 중에 있다.
NIST SP 시리즈에서는 키 관리, 키 유도 방법, 난수 생성, 전자 서명, 블록 암호 등에
대한 권고안이 발간되었으며 최근에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난수 생성기에 대한 권고안인
SP 800-90을 개정 중에 있다. 이는 해쉬함수, 블록암호 등의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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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키 관리 권고안인 SP 800-57을 개정 중에 있다.

3. IETF 암호기술 표준화 동향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발간한 암호 알고리즘 적용에 관련한 표준은
<표 6>과 같다.

<표 6> IETF의 암호 알고리즘 적용 관련 표준 목록
표준번호

표준 제목

개발연도

RFC 3268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Ciphersuites for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2002

RFC 3602

The AES-CBC Cipher Algorithm and Its Use with IPsec

2003

RFC 3566

The AES-XCBC-MAC-96 Algorithm and Its Use With IPsec

2003

RFC 3853

S/MIME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Requirement for the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2004

RFC 3657

Use of the Camellia Encryption Algorithm in Cryptographic Message Syntax (CMS)

2004

RFC 3686

Using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Counter Mode With IPsec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ESP)

2004

RFC 3826

The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Cipher Algorithm in the SNMP User-based
Security Model

2004

RFC 4162

Addition of SEED Cipher Suites to Transport Layer Security

2005

RFC 4010

Use of the SEED Encryption Algorithm in Cryptographic Message Syntax (CMS)

2005

RFC 4196

The SEED Cipher Algorithm and Its Use with IPsec

2005

RFC 4312

The Camellia Cipher Algorithm and Its Use With IPsec

2005

RFC 4494

The AES-CMAC-96 Algorithm and Its Use with IPsec

2006

RFC 5288

AES Galois Counter Mode (GCM) CipherSuites for TLS

2008

RFC 5647

AES Galois Counter Mode for the Secure Shell Transport Layer Protocol

2009

RFC 5581

The Camellia Cipher in OpenPGP

2009

RFC 5528

Camellia Counter Mode and Camellia Counter with CBC-MAC Mode Algorithms

2009

RFC 5529

Modes of Operation for Camellia for Use with IPsec

2009

RFC 5669

The SEED Cipher Algorithm and Its Use with the 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SRTP)

2010

RFC 6209

Addition of the ARIA Cipher Suites to Transport Layer Security

2011

RFC 6367

Addition of the Camellia Cipher Suites to Transport Layer Security

2011

RFC 6188

The Use of AES-192 and AES-256 in Secure RTP

2011

RFC 6655

AES-CCM Cipher Suites for Transport Layer Securit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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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 표준에서는 TLS, IPSec, ESP, CMS 등 암호 알고리즘의 활용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Ⅳ. 암호기술 연구 동향
1. NIST SHA-3 공모를 통해 개발된 SHA-3 후보 해쉬함수 알고리즘 현황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2004년 표준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던 SHA-1가 분석된 후,
같은 구조로 설계된 SHA-2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 표준
알고리즘을 대체할 신규 표준 해쉬함수 개발사업인 SHA-3 공모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
하였다.
본 공모사업은 2007년 11월 후보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으로 총 3라운드 평가를 거쳐 2012
년 10월 2일 최종 표준 해쉬함수 SHA-3(FIPS 202)를 발표하였으며, 제안된 알고리즘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NIST의 SHA-3 후보 해쉬함수
알고리즘(제출국)
SHA-3

Keccak(벨기에)

Finalists

BLAKE(스위스), Grostl(덴마크), JH(싱가폴), Skein(미국)
Blue Midnight Wish(노르웨이), CubeHash(미국), ECHO(프랑스),

2 라운드

Fugue(미국), Hamsi(벨기에), Luffa(일본), Shabal(프랑스),
SHAvite-3(이스라엘), SIMD(프랑스)

2. 국내 암호기술 연구 현황
국내 암호 알고리즘 개발은 초기에는 산·학·연 공동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암호
유관기관별 담당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알고리즘들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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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관

1998

공동

민간용 전자서명 알고리즘 KCDSA, EC-KCDSA 개발

1999

공동

민간용 블록 암호 알고리즘 SEED 128 개발

1999

공동

민간 공인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서명인증 기술 개발

2000

공동

민간용 해쉬 함수 HAS-160 개발

2004

공동

국가·공공기관용 블록 암호 ARIA 알고리즘 개발

2005

공동

국정원 및 산·학·연 공동으로 경량 블록 암호(HIGHT) 개발

2007

FSA

OTP 통합인증 기술 개발

2007

ETRI

자기통제 강화형 전자ID지갑 시스템 기술 개발

2009

KISA

민간용 블록 암호 알고리즘 SEED 192/256 개발

2010

ETRI

익명성 제어가능 그룹서명 기반 익명인증인가 암호 프리미티브 개발

2010

ETRI

모바일 ID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위한 스마트지갑 기술 개발

2011

FSA

USIM 기반 모바일 OTP 기술 개발

2012

NSRI

경량 블록암호 알고리즘 LEA 개발

2013

FSA

NFC 기반 모바일 OTP 기술 개발

2014

NSRI

형태 보존 암호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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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 암호유관기관의 암호기술 개발 현황
암호기술

3. 완전동형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 연구 현황
완전 동형 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는 평문에 대한 정보 없이 대응하는
암호문만을 이용하여, 상기 암호문을 복호화하지 않고서도, 상기 평문 위에서의 임의의 형태의
연산(임의의 깊이를 갖는 회로에 기반한 연산)의 결과 값에 대응되는 암호문을 생성할 수
있는 암호화 방식을 말한다.
완전동형암호는 1978년 Rivest, Adleman, Dertouzos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나 그의
존재성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30년 이후 이 문제는 2009년 스탠포드
박사과정 학생인 Craig Gentry에 결국 풀리게 되었다. Craig Gentry이 제시한 알고리즘은
비효율적이기는 하나, 완전동형암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논리를
세계 최초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의 논문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완전동형암호는 처음에 이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진 반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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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 설계 방식 및 구현 방법에 대한 연구에 많은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채널 공격, 다양한 실제 공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
어지지 않은 관계로 키의 길이, 그 외 여러 파라미터의 크기를 확정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실제 응용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제는 완전동형암호가 이론이 아닌 실제
로 구현되고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장기 과제로서 이와 관련 국내 연구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고에서는 최근 정보보호 이슈들과 국내·외 암호기술 관련 표준 및 동향을 살펴보았다.
최신 암호기술 관련 이슈로 PRISM 프로젝트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Heartbleed 취약점을
분석하였고, ISO/IEC, NIST, IETF 등 암호기술 관련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암호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세대 암호기술
연구 동향 분석으로 완전동형암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으로 다양한 암호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암호화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인식 부족, 기업의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소홀 등으로 현재로서는 미흡한 부분
이 많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금융기관·기업 사이버 공격,
애플 아이클라우드 계정 해킹 등 더 이상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따라서 국내 정보
보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기업 스스로가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암호기술 연구 활성화와 국내·외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가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차세대 암호기술 등 암호 기반기술
연구 및 표준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업과 개인은 국가의 정책과 기술표준에 따라 권장
정책 이행과 안전한 기술 구현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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