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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1977년 미국 국립기술표준원이 FIPS (연방정보처리기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46으로 공표한 암호화 표준인 현대 대칭키 블록 암호 DES (data encryption

standard)의 암호화 전 과정에 대하여 엑셀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할 수 있

는 매크로를 개발하였다. 평문과 암호문과의 관계를 숨기는 확산과 암호문과 암호 키 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혼돈을 반복하는 라운드는 DES 구조의 핵심이다. 평문을 암호화 하는 DES 구조를 살펴보고

엑셀 매크로기능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완성하는 매크로의 구현을 제안하고 개발된 매크로의 정확성과

활용성을서술하였다.

주요용어: 대치암호, 라운드, 매크로, 암호화표준, 축소치환박스, DES, S-박스.

1. 서론

암호 (cryptography)란 송신하고자 하는 평문 (plain text)을 해독 불가능한 형태로 변형 (암호화 과

정; encryption)하거나 또는 암호화된 통신문 (암호문; cipher text)을 해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 (복호

화 과정; decryption)하기 위한 원리, 수단, 방법 등을 취급하는 기술 또는 과학을 의미한다 (Hoffstein

등, 2008). 실제로 암호의 사용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전

기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급증하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사용이 급격히 증대되

었으며 20세기의 무선통신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암호사용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 암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암호기술이 큰 발전을 맞이하였으며 암호장비의 개

발도활발해졌다.

고전암호부터 현대암호에 이르기 까지 암호화에 이용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은 평문내의 위치를

바꾸는 전치암호 (transposition cipher)와 평문내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대치암호 (substitu-

tion cipher)등이다. 이러한 고전암호로부터 수학의 발전과 함께 20세기에 들어와서 고급암호가 발전하

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근대암호는 Vigenere 암호, Playfair 암호, Hill 암호 등이다 (Kahn, 1996).

이 시기에 Shannon (1949)은 확률론을 기초로 한 정보이론을 창시하였으며 원리적으로 해독 불가능한

암호방식을제안하고그안전성을평균정보량을이용하여수리적으로증명한바있다.

현대 대칭키 블록 암호는 전체 평문을 이진비트로 변환하여 이를 n 비트씩 블록화하고 이들 각 n 비

트평문블록을암호화하거나 n 비트암호문블록을복호화한다. 이런점에서현대대칭키블록암호는

스트림암호와 구별되며 n 비트 블록내의 모든 값들이 각 비트의 암호화에 모두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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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되는 키는 k 비트 키를 사용한다. 대칭키 암호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하

기때문에키를사전분배하여보관하고있어야한다.

DES (data encryption standard)는 FIPS 46이란 이름으로 1977년 발표되었으며 미국 암호화의 표

준으로 정의되었다. DES는 발표된 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칭 키 블록 암호가 되었다 (Forouzan,

2008; Trappe와 Washington,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복잡한 암호화와 복호화의 논리를 C 언어나 C++ 언어로 구현하기 어려운 학생들

이나사용자들이암호화과정이나복호화과정에서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게하기위하여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엑셀 매크로를 이용하여 DES의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도구를 개발, 보급하고자 한

다.

최근 들어 엑셀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한 도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Choi와 Ha (2011a)는 엑셀

매크로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즈 (Bayes) 정리 교육도구를 개발하였으며 Choi와 Ha (2011b)는 엑셀 매

크로를 이용한 절차 중심의 통계교육도구를 개발하였다. 또 Choi와 Kim (2010)은 엑셀의 함수를 이용

한 표본추출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Kim (2012)은 암호학의 영역에서 DES의 라운드 키

생성 엑셀 매크로를 개발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계속해서 엑셀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어 많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1977년, 미국표준 암호로 채택된 DES의 구조에

대하여살펴보고그중에서가장중요한 DES 함수에대하여설명하였다. 3절에서는암호화와복호화에

사용되는 엑셀 매크로 개발 내용을 기술하였고 4절에서는 개발된 매크로를 이용하여 평문이 입력될 때

에암호화된암호문과암호문이입력될때평문으로복호화되는예를보였고기존의알려진결과와동일

한지확인하였으며마지막으로결론은 5절에나타내었다.

2. DES 구조와 DES 함수

2.1. DES 구조

오늘날 암호화의 대세는 문자기반으로 부터 비트기반의 특성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평문의

형태가 시대의 변화와 어우러져 동영상이나 음성등의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의

암호화에있어서연산의기본단위는문자가아니라비트로수행됨을의미한다.

1절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현대 대칭 키 블록 암호는 n 비트 평문블록을 n 비트 암호문 블록으로 암

호화하며 이때 암호화나 복호화 과정에서는 k 비트 키를 사용한다. 전치암호의 한계 (전치 전후의 전

체 비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1과 0의 수가 동일)로 인하여 현대 블록 암호는 대치암호로 설계된다. 현

대 블록 암호는 입력 값을 이용하여 출력 값을 만드는 가능한 모든 경우 중에서 부분적 대응만을 허용

하는 키가 있는 대치암호인 셈이다. 현대 블록 암호는 암호문과 평문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의미의 확

산 (dispersion)과 암호문과 키 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의미의 혼돈 (confusion)같은 성질을 만족시키

기 위하여 전치와 대치 그리고 그 밖의 구성요소인 배타적 논리합
⊕

(exclusive or; XOR), 순환이동

(circulat shift)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은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행하여진다.

이 반복은 라운드 (round)라고 불리우며 매 라운드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 라운드의 입력으로 작E하

며 계속 반복되어 암호화된다. 이때 전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를 P-박스 (permutation box), 대치

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를 S-박스 (substitution box)라 부른다. P-박스는 n 비트를 입력받아 m 비

트를 출력하는 치환함수로서 단순 (straight), 축소 (compression), 확장 (expansion)의 세 종류가 있으

며 S-박스는 n 비트를 입력받아 m 비트를 출력하는 대치암호의 축소모형으로서 선형 S-박스와 비선형

S-박스의두종류가있다. Table 2.1과 Table 2.2는축소 P-박스와선형 S-박스의예를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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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32 × 24 compression P-box

1 2 3 21 22 26 27 28

29 13 14 17 18 19 20 4

5 6 10 11 12 30 31 32

Table 2.1의 32×24 축소 P-박스에서 각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축소 치환 과정에서 입력비트

중 32 비트를 입력받아 24 비트만 출력하게 됨으로서 8개 비트의 입력값이 소실됨을 의미한다. Table

2.1의 경우에는 7, 8, 9, 15, 16, 23, 24, 25번째 비트의 입력값은 소실된다. 또한 18번째 입력비트 값

을 출력비트의 13번째 비트로 치환하는 등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P-박스에 나타난 숫자와 그 위

치 (순서)가 각각 입력비트와 출력비트에 해당된다. 축소나 확장 P-박스의 경우 일대일 대응이 보장되

지 않게되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호화의 과정을 통하여 원래의 평문을 정

확하게복원할수있음을기억하여야한다.

Table 2.2 3 × 3 S-box

row � column 00 01 10 11

0 011 101 111 100

1 000 010 001 110

Table 2.2는 선형 3 × 3 S-박스를 나타내고 있다. 입력 값 세 비트 중 왼쪽 최상위 비트는 행을 나타

내고나머지오른쪽두비트는열을나타낸다고생각하면출력비트는선택된행과열이교차되는성분의

값이다. 예로서입력비트가 010이면출력비트는 111로되어대치의역할이수행되는셈이다.

2.2. DES 함수

확산 (diffusion)과 혼돈 (confusion)은 각 반복이 S-박스, P-박스 그리고 기타 구성요소의 결합을 의

미하는 반복적 합성암호를 사용하여얻어진다. 이때의 과정을 라운드 (round)라고 칭한며 매 라운드 마

다합성암호가나타난다. 블록암호는암호키로부터각라운드에사용될서로다른키들을생성하기위

하여 키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N라운드 암호에서 평문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N번 암호화

된다.

DES의 암호화는 두개의 치환박스와 16개의 Feistel 라운드 함수로 구성된다. Feistel 암호란 확장

이나 축소 P-박스에서와 같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암호체계를 말한다. 여기

서 사용되는 두개의 치환박스 중 하나는 초기치환 (initial permutation)이고 나머지 하나는 최종치환

(final permutation)에 해당된다. DES 암호화는 64비트 평문을 이용하여 64비트 암호문을 생성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56비트 암호 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생성한다. 각 라운드에서는 라운드 키 생성기에

의해 생성된 48비트 라운드 키를 사용한다. 이 라운드 키 생성 엑셀 매크로는 Kim (2012)이 개발한 바

있다. 우리는이결과를이용하여 DES 암호화를진행할것이다.

Table2.3과 Table 2.4는초기치환과최종치환에사용되는치환박스를각각나타내고있다.

Table 2.3 P-box for initial permutation

57 49 41 33 25 17 09 01

58 50 42 34 26 18 10 02

59 52 43 35 27 19 11 03

60 52 44 36 63 55 47 39

31 23 15 07 62 54 46 38

30 22 14 06 61 53 45 37

29 21 13 05 28 20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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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P-box for final permutation

57 49 41 33 25 17 09 01

58 50 42 34 26 18 10 02

59 52 43 35 27 19 11 03

60 52 44 36 63 55 47 39

31 23 15 07 62 54 46 38

30 22 14 06 61 53 45 37

29 21 13 05 28 20 12 04

Figure 2.1 (left)은 DES의 암호화과정의 라운드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DES는 16번의 라운

드 함수를 사용한다. 각 라운드 함수는 Feistel 암호로 구성된다. 라운드 함수의 경우는 직전 라운드 함

수의출력값 Li−1과 Ri−1를입력값으로사용하고다음라운드에적용될 Li와 Ri를생성한다. 각라운

드는 Figure 2.1에서나타나듯이 2개의암호요소혼합기 (mixer)와스와퍼 (swapper)가있다. 이런요

소들은역연산이가능하다.

Figure 2.1 DES round function

Figure 2.1을 살펴보면 초기치환을 거쳐 만들어진 64비트 입력 값을 이용하여 이를 32비트씩 두 부

분으로 나누고 분리된 Li−1과 Ri−1을 다음단계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Li−1는 64비트의 왼쪽

32비트를 의미하고 Ri−1은 오른쪽 32비트를 의미한다. 이제 Ri−1는 그대로 다음 라운드의 왼쪽 입력

비트Li로 전달되하고 Ri−1는 라운드 키 생성기에 의하여 생성된 48비트 라운드 키 Ki와 함께 라운드

함수 (round function)에 전달된다. DES의 핵심은 바로 이 DES 라운드 함수이다. 이는 라운드 함수

에 사용된 f(Ri−1,Ki)를 의미한다. 실제로 DES는 32비트 출력 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오른쪽의 32비

트 Ri−1에라운드키생성기로부터생성된 48비트라운드키를합성한다. 이를위하여 32비트 Ri−1를

32×48확장 P-박스에넣어 48비트출력값을구한다. Table 2.5는DES함수에서사용하는확장치환박

스를 나타낸다. 이렇게 얻어진 48비트 출력값은 48비트 라운드 키 Ki와 배타적 논리합
⊕

(exclusive

or) 연산을 통과하여 얻어진 새로운 출력 값 48비트를 생성하게 되고 이들을 여덟개의 6 ×4 S-박스의

입력값으로 전달한다. 이 후 이 여덟개의 S-박스로부터의 출력 값 32비트를 얻은 후 이를 다시 32 × 32

단순 P-박스 치환을 통하여 새로운 32비트를 생성하게 된다. 이를 다시 주어진 Li−1과
⊕
연산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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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그 결과를 Ri로 만들어 낸다. 이런 과정을 16번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암호문을 얻게 되는데 마

지막 16 라운드에서는 Figure 2.1의 스와퍼 과정은 생략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32 × 32 단순 P-박스는

Table 2.7에나타나있다.

Table 2.5 32 × 48 P-box for extension

32 1 2 3 4 5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2 13 14 15 16 17

16 17 18 19 20 21

20 21 22 23 24 25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32 01

Figure 2.2 DES function

Figure 2.3 S-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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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he rule of S-box

Figure 2.2의 S-박스는 실제로 섞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DES는 각각 6비트 입력 값과 4비트 출력

값을 갖는 8개의 S-박스를 사용한다. Figure 2.3은 이들 8개의 S-박스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S-박스는 4행 16열로 구성되는 자신만의 치환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표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

치환표들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Figure 2.4는 8개의 S박스에서 사용되는 규칙을 보여주

고 있다. 6비트의 입력 값 중에서 첫번째와 마지막 비트로 결정되는 두 비트는 십진수로 환산한 후 4개

의 행 중 하나를 결정하고 비트 2에서 비트 5까지의 값들은 마찬가지로 십진수로 환산된 후 16개의 열

들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선택된 행과 열의 교차 성분의 값을 이진수로 변환하여 4비트의 출력값

을 얻게 된다. Table 2.6은 DES 암호화에 실제로 사용되는 8개의 S-박스 중 첫번째 S-박스를 나타낸

다. 입력비트가 011011인 경우에 첫 비트값 0과 마지막 비트값 1을 이용하여 1행을 선택하게 되고 나

머지 비트 1101을 이용하여 13열을 선택하게 되어 그 교차값 5를 이진수로 표현한 0101이 출력비트 값

이된다. 참고로 S-박스의시작행과시작열은 0부터시작한다.

Table 2.6 The first S-box

14 04 13 01 02 15 11 08 03 10 06 12 05 09 00 07

00 15 07 04 14 02 13 10 03 06 12 11 09 05 03 08

04 01 14 08 13 06 02 11 15 12 09 07 03 10 05 00

15 12 08 02 04 09 01 07 05 11 03 14 10 00 06 13

Table 2.7 32 × 32 Straight P-box

16 7 20 21 1 15 23 26

29 13 14 17 5 18 31 10

2 8 24 14 32 27 3 9

19 13 30 6 22 11 4 25

3. 엑셀 매크로를 이용한 DES 암호화 구현 생성개발

DES 암호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DES 함수이다. DES 함수의 내부에는 각 라운드에서 암

호하에 사용할 라운드 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라운드 키의 생성 (round-key generator) 과정은

Figure 3.1에 나타나있다. 암호화에 앞서 우리가 사용할 암호화 키는 보통 64비트로 주어진다. 이 중

8비트는패리티비트 (parity bit)로실제암호화키생성과정전에제거된다. 이는패리티비트제거라

고불리는 Table 3.1의 64×56 축소 P-박스치환에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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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P-박스 치환을 거쳐 얻어진 56비트 키는 28비트 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각 부분은 왼쪽으로

1비트 또는 2비트씩 순환이동 (circulation shift)시킨다. 라운드 번호에 따라 순환이동 시키는 비트의

양이 다른데 1, 2, 9, 16번째 라운드에서는 순환이동 비트 량이 1비트이고 나머지 라운드에서는 순환 이

동 비트 량이 2비트이다. 이렇게 얻어진 두 부분을 결합하여 56비트 키로 작성한다. 이후 다시 56×48

축소 치환 P-박스 과정을 통하여 48비트 키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각 라운드에 대하여 반복 수행

함으로서매라운드마다라운드키를얻게된다. 이과정은 Figure 3.1에나타나있다.

Figure 3.1 Round key generator

위의 라운드 키 생성과정에 대하여 Kim (2012)이 개발한 엑셀 매크로를 이용하여 DES 암호화 교육

도구를 개발하여 보자.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크로 기능을 활용

하여 구성하여 보았다. 이런 엑셀 매크로를 사용함으로서 C 프로그래밍이나 C++ 프로그래밍 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쉽게 암호화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복잡하게 변화되는 전 과정 모

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교육도구는 암호화 과정에 대한 폭 넓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더 정교하고 복잡한 새로운 암호화 방법의 개발에 보탬이 될 것

이다. 실제로사용되는 56×48 축소 P-박스치환은 Table 3.1과같다.

Table 3.1 Compression P-box for round key generation

14 17 11 24 1 5 3 28 15 6 21 10

23 19 12 4 26 8 16 7 27 20 13 2

41 52 31 37 47 55 30 40 51 45 33 48

44 49 39 56 34 53 46 42 50 36 29 32

Figure 3.2는 엑셀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개발된 DES 암호문 생성 초기화면을 나타낸다. 이 초기

화면은암호키값의입력셀 B2, 세개의버튼 ‘preparation’, ‘round1’ 그리고 ‘all other rounds’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화면에서 Figure 3.2와 같이 D5셀에 원하는 암호 키를 입력하고 D4셀에 암호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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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평문을 입력하게 작성되었다. 그 후 “Encryption Macro” 버튼을 누르면 Figure 3.3과 같은

암호화 결과 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에서는 입력된 암호 키와 평문에 대한 암호문이 F27셀 나타나게

된다. 64비트나 32비트를 이진수로 나타낼 때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값은 16진수를 이용하

여표현하였다.

Figure 3.2 DES encryption initial stage

Figure 3.3 The result of DES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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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에서 Kim (2012)이 개발한 라운드 키 엑셀 매크로를 이용하여 생성된 라운드 키를 이용

하였으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DES 함수내의 확장 P-박스, 배타적 논리합 결과, S-박스 결과

와단순 P-박스치환결과도함께나타내었다. Figure 3.3은 16라운드동안사용될라운드키생성매크

로결과가나타나있다.

Figure 3.4 Generated round keys

4. 예제

개발된 DES 암호화매크로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하여다른프로그램을이용하여이미확인된평문

과 암호 키 값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실행시켜 보았다. Table 4.1의 첫째 열에는 평문을 둘째 열에는 암

호화키값을나열하였고셋째열은암호화된암호문을나타낸다.

Table 4.1 Plain text and cipher text

plain text cipher key cipher text

Attack is today believe E3 1D 13 5A 80 FD A4 48 2A 74 6A 78 BD BF 18 F8

Congratulation on your birthday heartboy E3 F8 DB 7C 2A 91 A1 E4 41 5C BB E7 AB 95 46 FC

B5 0F F0 CE 93 71 5A FF 0C 67 FF 22 5F 4A EF D5

Criptology is interesting cipherox 71 B9 E8 80 D6 7A 12 53 AA 3F E8 31 2A F5 DC 6D

94 B7 C9 AD EF D3 44 F6 FF 9F 2C 41 F5 FF 73 31

Professor Kim is calling you mathemat 06 7B 6B 06 76 8E F1 C8 FD 03 7C D5 23 7E 01 83

30 1B 15 FB 3A 48 11 75 F9 D9 3E DB E8 63 30 63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현대 대칭키 블록 암호의 표준으로 공표되고 사용되었던 DES의 암호 키 생성과 관

련하여 엑셀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구현하였다. 매 라운드마다 필요한 라운드 키는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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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의 엑셀 매크로를 이용하였다. 물론 막강한 C나 C++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DES 암호화는 당

연히 가능하나 이런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쉽고 간단히 접할 수 있는 엑

셀을 이용한 DES 암호화 매크로를 제공함으로서 프로그래밍의 수고를 들고 좀 더 암호학 (cryptology)

관련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에서 수학이나 통계학 혹은 정보, 전산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이 쉽게 그리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엑셀 매크로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암호관

련매크로의개발과활용이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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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development of encryption of DES (data encryption

standard) based on Microsoft Excel Macro, which was adopted as the FIPS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46 of USA in 1977. Concrete explanation of DES is

given. Algorithms for DES encryption are adapted to Excel Macro. By repeating the

16 round which is consisted of diffusion (which hide the relation between plain text and

cipher text) and the confusion (which hide the relation between cipher key and cipher

text) with Excel Macro, we can easily get the desired DES cipher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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