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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비 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를 비교한 것이다. 공개키

암호화는‘키의 공개’라는 이점을 얻는 신 느린 암호화 속도와 큰

키가필요하다는약점을가진다.

키 교환

비 키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키 교환이 필수이다. 하

지만 보안이 정의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비 키를 전송하는 것은 매

우 위험한 일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 키 교환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공개키 암호화에서의 공개키는 공개되는 키이므로 안전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전송되어도 상관없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공

개키 암호화는 비 키를 교환하는 데 사용된다. 공개키 암호화를 이

용한키교환은크게다음의두가지방식으로나눠진다.

◆ 키 합의(key agreement)

◆ 키 전송(key transport)

키 합의

이 방식은 키를 교환하려는 양편이 서로의 공개키를 교환하고, 교환

한 공개키를 바탕으로 공통된 비 키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키 합

의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DH(Diffie-Hellman) 알

고리즘이다. <그림 1>은 키 합의 과정을 통한 비 키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키 전송

이 방식에서 키를 교환하려는 양편 중에서 한 쪽은 비 키를 생성하

고, 이를 상 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 이 암호문을 상 방에게 전

송한다. 이를 받은 상 방은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비 키를 얻을수있다. 이 과정을 통해양편은 같은비 키를 공유하

게 된다. 키 전송 방식의 키 교환에서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개인

키 복호화를 위해 RSA(Rivest, Shamir, Adleman) 알고리즘이 많

이 사용된다. <그림 2>는 키 전송 과정을 통한 비 키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서명

인증은 크게 사용자 인증과 메시지 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 인

증은 사용자가‘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많은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메시지 인증은 메시지와 메시지를 만든 사람 사이의

인증이다. 즉 A란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 메시지

가 A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메시지 인증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계약서라는 메시지가 다른 누구도 아

닌도장을찍은사람으로부터만들어졌다는것을인증한다. 

전자서명은 메시지 인증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예로 든 계약서의

도장처럼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메시지의 도장 역할을 한다. 전자서명

과 인증을 위해서 공개키 암호화가 사용된다. <그림 3>은 전자서명을

만드는 과정과 만들어진 전자서명 값을 통한 메시지 인증을 나타낸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서명 값은 메시지를 만든 사람의 개인키로 그

메시지를 암호화한 암호문이다. 이 서명 값을 메시지를 만든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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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는 OpenSSL 프로그래밍에 한 세 번째 시간

으로, 공개키 암호화를 OpenSSL API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방법에 해 다룰 것이다. 지난 호에서 다룬 비

키 암호화와 MD(Message Digest)와 함께 공개키 암호화

는 암호화 분야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암

호화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지금의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암

호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도 역시 간단히 공개키

암호화에 한 이론적인 면을 살펴본 다음 프로그래밍 방법

을설명하는순서로진행하겠다.

공개키 암호화 정리

비 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같

아서 칭키 암호화라고도 부른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와 반

로 공개키 암호화는 비 칭키 암호화라고 불린다. 그 이유

는 단순하다. 공개키 암호화에서는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

하는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키로만 암호화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비 키 암호화와는 달리 공개키 암호

화는 항상 2개의 키(Key Pair)를 가지고 암호화 작업을 수

행한다. 이 두 개의 키 중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상 방에게 공개한다. 자신이 보관하는 키는 비 키

와 마찬가지로 절 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

키를 개인키라 한다. 그리고 상 방에게 공개하는 키는 누구

에게나 알려져도 상관없는 것으로 이 키를 공개키라 한다.

개인키로 암호화한 평문은 응되는 공개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으며, 반 로 공개키로 암호화한 평문은 응되는 개인

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다. 개인키로 암호화/복호화를 동시

에 수행할 수 없으며 공개키 또한 마찬가지다. 이 공개키란

개념 때문에 공개키 암호화는 비 키 암호화에서 절실히 필

요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공개키 암호화는 주로 다음

의목적으로사용된다.

◆ 키 교환(key exchange)

◆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 Whitfield Diffie와 Martin Hellman이라는 두 명의 암호학자가 쓴 논문‘New Direction in

Cryptography’에서 그동안 1000년 동안이나 사용되어 오던 관용적인 암호화 방식인‘비 키를 사용하는 칭키 암호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암호화 방식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키는 무조건 비 스럽게 보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이 새로운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라 하여 키를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게 하 다. 이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 공개키 암호화는 현재 가장 중요한 암호화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발상의전환을생각하며이번호를시작하자.

비교항목 비 키암호화 공개키암호화

키개수 한개의키를사용 두개의키를사용

키보관형태 비 리에보관 개인키는비 리에보관, 공개키는어디든지배포

키교환 키를교환하는것이 공개키를교환하는것은매우쉽다.

어려우며위험하다.

키길이 주로64비트, 128비트 주로512, 1024, 2048비트등큰길이

등작은길이

암호화속도 빠르다 느리다

암호화할수있는 제한없음 제한있음

평문의길이

기 성 가능함 가능함

인증 부분적가능함 가능함

무결성 부분적가능함 가능함

부인방지 불가능 가능함

앨리스의개인키 앨리스의공개키 밥의공개키

밥의공개키 앨리스의공개키

생성된비 키 생성된비 키

밥의개인키

앨리스 밥

비 키생성

밥의공개키로

암호화

밥의개인키로

복호화

앨리스 밥



들이 있다. RSA 구조체는 키 생성을 위해, 그리고 함수들 사이에서

서로정보를전달하기위해사용된다.

struct {

BIGNUM *n;              // 공개 모듈러스

BIGNUM *e;              // 공개키 지수

BIGNUM *d;              // 개인키 지수

BIGNUM *p;              // 큰 소수

BIGNUM *q;              // 큰 소수

// ...                  // 그 외 여러 변수들

} RSA

PEM과 DER

OpenSSL API에서는 공개키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파일에서 읽을

때 PEM(Privacy Enhanced Mail) 또는 DER(Distinguished

Encoding Rules) 형식을 사용한다. 이들은 원래 인증서의 표준 저

장 형식이지만 OpenSSL API에서는 인증서뿐만 아니라 공개키, 파

라미터 등 긴 길이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된다. PEM 형식은 데

이터를 base64로 인코딩해서 저장하고, DER 형식은 바이너리로

저장한다. 따라서 PEM 형식이 육안으로 보기에 편하다. <화면 1>

과 <화면 2>는 같은 내용의 인증서가 PEM, DER 형식으로 저장된

모습이다.

파일에서 읽고 쓰기

OpenSSL API에서는공개키, 인증서등의데이터를PEM, DER 형식

으로 파일에 쓰고 읽는 함수들을 제공한다. 이 함수들은 이름만 약간

다를뿐사용하는형식은같다. 그리고파일입출력을위해FILE 포인

터를사용하거나BIO를사용할수있는데, 이두가지경우에따라다

른 함수가 준비되어 있다. RSA 개인키를 FILE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

는 파일에 PEM 형식으로 저장하는 함수와 읽는 함수는 다음과 같다.

파일에 쓸 때는 RSA 구조체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고, 파일에서 읽

을때는함수로부터RSA 구조체를리턴받는것을알수있다. 

int PEM_write_RSAPublicKey(FILE *fp, RSA *rsa)

RSA * PEM_read_RSAPublicKey(FILE *fp, RSA **rsa, password_callback cb,void *cb_arg)

DER의경우에는다음과같다.

int d2i_RSA_PUBKEY(FILE *fp, RSA *rsa)

RSA * i2d_RSA_PUBKEY(FILE *fp, RSA **rsa, password_callback cb,void *cb_arg)

DER의 경우 함수 이름만 다를 뿐 PEM의 경우와

형식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읽고 쓰기

를 원하는 주체 타입에 하여 PEM 형식으로,

FILE 포인터를이용하여저장하는함수와읽는함수

를 정리한 것이다. OpenSSL 구조체는 RSA 구조체

와 같이 함수에 파라미터로 전달되거나 리턴되는 구

조체이다. 그리고 <표 4>는 DER 형식으로 저장하고

읽는함수를정리한것이다.

FILE 포인터 신에 BIO를 사용하는 함수는 다

음 RSA의 예처럼 FILE 포인터 신에 BIO가 함수

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함수의 이름 중간에 _bio_

가 삽입된 것 이외에 나머지 형식은 같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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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로 복호화한 후 원본 메시지와 비교해서 같다면 그 메시지는

인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개인키로 암호화

한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공개키뿐이기 때

문이다. 다른 사람의 공개키로 복호화했다면, 원래 암호화한 메시지

와는다른엉뚱한값이생성될것이다. 

그리고또한가지중요한것으로, 실제로는서명값을만들기위해

메시지를 그 로 암호화하지 않는다. 공개키 암호화는 암호화 속도가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암호화할 수 있는 메시지의 크기에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본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신 메시지를 메시

지다이제스트함수로압축한해시값을암호화한다.

공개키 암호화 프로그래밍

OpenSSL 라이브러리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지난 호에 다룬 비 키 암호화, MD 프로

그래밍과 달리 공개키 암호화 프로그래밍에서는 BIO를 사용한 암호

화프로그래밍방법은사용할수없다.  

�각각의 암호화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암호화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 : OpenSSL

API는 공개키 암호화 프로그래밍을 위해 DH, DSA, RSA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

패키지들을 사용해서 파라미터 생성, 키 생성, 키 교환, 전자서명, 인증 등과 같은

알고리즘 고유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VP API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 : 지난 호에서 배웠듯 EVP 패키지는 여러 가

지 암호화 알고리즘에 해 공통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공개키

암호화도 역시 EVP 패키지를 사용해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하지만 DH 알고리즘

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럼 바로 전에 설명한 공개키 암호화 패키지들에 해 좀 더 자세

히 알아보자. 지난 호에 배운 비 키 암호화와 MD는 역할이‘암호

화/복호화’와‘메시지 압축’밖에 없었기 때문에 패키지가 할 수 있

는 일을 굳이 자세히 나눌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공개키 암호화 알

고리즘은 사용하기에 따라 그 역할이 다양하므로 정리할 필요가 있

다. <표 2>에 OpenSSL API의 공개키 암호화 지원 패키지와 그것으

로할수있는것들을정리하 다.

<표 2>에 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파라미터 값이라는 것은 개

인키/공개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값으로, 예를 들어 RSA 키 생

성을 위해 큰 소수라는 파라미터 값이 사용된다. 그리고 RSA 패키지

의 암호화/복호화, 키 교환과 EVP 패키지의 암호화/복호화와 키 교

환은 약간 다른데, RSA 패키지의 암호화/복호화는 단순한 공개키 암

호화/복호화를 의미하며, 키 교환 작업은 지원하기는 하지만 직접 구

현해야 한다. 즉 비 키를 암호화한 후 전달하고, 받아서 복호화하는

과정을 직접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EVP 패키지는 키를 교환하는 과

정과 교환한 비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복호화하는 과정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진행된다. 전자서명/인증 쪽도 EVP 패키지를 사용하면 좀

더간편하게구현할수있다.

본 연재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RSA 패키지를 사용하여 공개키/개

인키를 생성하는 것, 두 키를 이용해 RSA 공개키를 암호화/복호화하

는 것, 그리고 EVP 패키지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만들고 이것을 인

증하는것에 해서만설명하도록한다.

공개키 저장하고 읽기

RSA 구조체

RSA 패키지는 RSA라는 구조체와 이 구조체를 이용하는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RSA 구조체는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는데, 안에는

RSA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p, q, n, e, d 값을 저장하

는 변수와 프로그래밍 중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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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압축함수

메시지압축함수

압축값

압축값

압축값

두개가같다면인증

전자서명

전자서명

앨리스의개인키로
암호화

앨리스의공개키로
암호화

패키지 파라미터값생성 개인키/공개키생성 암호화/복호화 키교환 전자서명/인증

DH 지원함 지원함 해당사항없음 지원함 해당사항없음

DSA 지원함 지원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지원함

RSA 지원함 지원함 지원함 지원함 지원함

EVP 지원하지않음 지원하지않음 지원함(RSA 알고리즘) 지원함(RSA 알고리즘) 지원함

주체타입 OpenSSL 구조체 PEM 읽기함수 PEM 쓰기함수

DH 파라미터 DH PEM_read_DHparams PEM_write_DHparams

DSA 파라미터 DSA PEM_read_DSAparams PEM_write_DSAparams

DSA 공개키 DSA PEM_read_DSA_PUBKEY PEM_write_DSA_PUBKEY

DSA 개인키 DSA PEM_read_DSAPrivateKey PEM_write_DSAPrivateKey

RSA 공개키 RSA PEM_read_RSA_PUBKEY PEM_write_RSA_PUBKEY

RSA 개인키 RSA PEM_read_RSAPrivateKey PEM_write_RSAPrivateKey

EVP_PKEY 공개키 EVP_PKEY PEM_read_PUBKEY PEM_write_PUBKEY

EVP_PKEY 개인키 EVP_PKEY PEM_read_PrivateKey PEM_write_PrivateKey

X509 인증서 X509 PEM_read_X509 PEM_write_X509

X509 인증요청서 X509_REQ PEM_read_X509_REQ PEM_write_X509_REQ

X509 CRL X509_CRL PEM_read_X509_CRL PEM_write_X509_CRL

PKCS7 PKCS7 PEM_read_PKCS7 PEM_write_PKCS7

SSL 세션 SSL_SESSION PEM_read_SSL_SESSION PEM_write_SSL_SESSION

앨리스

밥



려진다. 1024비트의키길이가적당하다고할수있다.

개인키로 암호화를 수행하는 함수는 RSA_private_encrypt이고,

공개키로 암호화를 수행하는 함수는 RSA_public_encrypt이다. 이

두함수는같은형식을갖는다.

int  RSA_private_encrypt( IN int inlen, // 입력 평문의 길이

IN const unsigned char *in, // 입력 평문이 저장된 변수

OUT unsigned char *out, // 출력 암호문이 저장될 변수

IN RSA *rsa, // 키가 저장된 RSA 구조체

IN int padding) // 패딩 값

마지막 인자의 padding은 평문이 키보다 작을 때 첨가되는 값으로

RSA_PKCS1_PADDING 혹은 RSA_NO_PADDING 둘 중의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 함수가 성공하면 암호문이, 실패하면 -1이 리턴된다.

그리고 앞의 함수에서 주의할 점은 인자 중의 하나인 암호문이 저장될

버퍼의 길이는RSA 키의길이와 같아야한다는 것이다. RSA 키의 길

이는 RSA_size(rsa)와 같이 구할 수 있다. RSA_public_encrypt 함수

는앞의함수와같은형식을가지고있으므로생략한다. 복호화의경우

는 RSA_private_decrypt, RSA_public_decryp의 두 함수가 수행한다.

이함수들역시같은형식을갖는다.

int  RSA_private_decrypt( IN int inlen, // 입력 암호문의 길이

IN const unsigned char *in, // 입력 암호문이 저장된 변수

OUT unsigned char *out, // 출력 평문이 저장될 변수

IN RSA *rsa, // 키가 저장된 RSA 구조체

IN int paddin // 패딩 값

그럼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개인키와 공개키 사용, 암호화

와복호화 모두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할수 있도록 했다. 그런이유

로프로그램 소스의 길이가 좀 긴편인데, 생략할 부분이 없어서 모두

지면에싣는다.

int _tmain(int argc, _TCHAR* argv[])

{

// 변수 정의

BIO *keyBIO = NULL;

BIO *errBIO = NULL;

RSA *rsa=NULL;

char keyFile[100];

char KeyFormat[10];

char encType[10];

char keyType[10];

char inFile[100];

char outFile[100];

BIO *inBIO = NULL;

BIO *outBIO = NULL;

// 표준 화면 출력 BIO 생성

if ((errBIO=BIO_new(BIO_s_file())) != NULL)

BIO_set_fp(errBIO,stderr,BIO_NOCLOSE|BIO_FP_TEXT);

// 암호화를 할 것인지 복호화를 할 것인지 선택

printf(“암호화, 복호화 선택(e,d) : ”);

scanf(“%s”, encType);

// 공개키를 사용할 것인지, 개인키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

printf(“공개키, 개인키 선택 (pri,pub) : ”);

scanf(“%s”, keyType);

// 키가 저장된 파일명 입력

printf(“키 파일을 입력하세요 : ”);

scanf(“%s”, keyFile);

// 키 파일 형식 입력

printf(“키 파일의 형식을 입력하세요 (PEM,DER) : ”);

scanf(“%s”, KeyFormat);

// 입력 파일명 입력

printf(“입력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 ”);

scanf(“%s”, inFile);

// 촐력 파일명 입력

printf(“출력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 ”);

scanf(“%s”, outFile);

// 키 파일 BIO 생성

keyBIO = BIO_new(BIO_s_file());

if (keyBIO == NULL)  {

ERR_print_errors(errBIO);

exit(1);

}

// 키 파일 읽음

if (BIO_read_filename(keyBIO, keyFile) <= 0)  {

BIO_printf(errBIO,“키 파일 [%s]을 여는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keyFile);

ERR_print_errors(errBIO);

exit(1);

}

// DER 형식이면, 키 파일 BIO에서 키 내용을 읽어서 rsa 구조체 형식으로 변환

if (strcmp(KeyFormat,“DER”)==0) {

if  (strcmp(keyType,“pub”)==0)

rsa = d2i_RSAPublicKey_bio(keyBIO,NULL);

else

rsa = d2i_RSAPrivateKey_bio(keyBIO,NULL);

}

// PEM 형식이면, 키 파일 BIO에서 키 내용을 읽어서 rsa 구조체 형식으로 변환

else if(strcmp(KeyFormat, “PE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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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번에 설명한 함수들은 자주 사용되므로 앞으로의 예제 프

로그램을통해실제사용법을알수있을것이다).

int PEM_read_bio_RSA_PUBKEY(BIO * bio, RSA* rsa)

RSA* PEM_write_bio_RSA_PUBKEY(BIO * bio, RSA** rsa, 

password_callback cb, void *cb_arg)

int d2i_PUBKEY_bio(BIO * bio, RSA* rsa)

RSA* i2d_PUBKEY_bio(BIO * bio, RSA** rsa, password_callback cb, void *cb_arg)

RSA 공개키 생성

이제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고 이를 파일로 저장해 보자. 공개키 생

성은다음의RSA_generate_key 함수하나로해결할수있다.

RSA *RSA_generate_key( int num, // 생성할 키의 길이

unsigned long e, // 공개키 지수 e의 값, 3과 65537의 둘 중 하나의 값

void (*callback)(int, int, void *),  

// 키 생성 중간 정보를 얻기 위한 콜백 함수

void *cb_arg) // 콜백 함수에 전달할 인자

함수 성공시 키 정보가 들어 있는 RSA 구조체가 리턴되며, 실패

시 NULL이 리턴된다. 키의 길이는 보통 512, 1024, 2048이 사용된

다. 그리고 RSA_generate_key 함수는 키를 생성하기 위해 PRNG

를 내장하고 있는데, 이 PRNG에 seed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

서 이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RAND_screen 같은 seed를 공급해 주

는 함수를 실행시켜 주어야 한다. 그럼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

차례인데, 소스의 길이가 짧지 않은 관계로 seed 생성부터 파일 출력

까지만 지면에 기재하 다. 전체 소스는‘이달의 디스켓’을 참고하

길 바란다. 내용은 이미 설명한 것들이 부분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RAND_screen();  // seed 생성, 공급

// 키 생성

rsa=RSA_generate_key(keyLenInput,RSA_F4,genrsa_cb,NULL);

// PEM 포맷으로 표준 화면 출력 BIO에 공개키 출력

if (!PEM_write_bio_RSA_PUBKEY(bio_stdout,rsa))

{

printf(“PEM 파일 생성 에러 %s”,outPrivateKeyFile);

exit(1);

}

printf(“\n\n”);

// PEM 포맷으로 표준 화면 출력 BIO에 개인키 출력

if (!PEM_write_bio_RSAPrivateKey(bio_stdout,rsa,NULL,NULL,0,NULL,NULL))

{ 

printf(“PEM 파일 생성 에러 %s”,outPrivateKeyFile);

exit(1);

}

// PEM 포맷으로 파일 BIO에 공개키 출력

if (!PEM_write_bio_RSA_PUBKEY(publicOut,rsa))

{

printf(“PEM 파일 생성 에러 %s”,outPrivateKeyFile);

exit(1);

}

// PEM 포맷으로 파일 BIO에 개인키 출력

if (!PEM_write_bio_RSAPrivateKey(privateOut,rsa,NULL,NULL,0,NULL,NULL))

{ 

printf(“PEM 파일 생성 에러 %s”,outPrivateKeyFile);

exit(1);

}

RSA 공개키 암호화하기

공개키 암호화/복호화는 간단하게 몇 개의 OpenSSL API 함수를 사

용해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개키

암호화는 특성상 비 키 암호화에 비해 암호화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 이유는 비 키 암호화에 비해 100배가 넘는 큰 길이의 키를 사용

해 긴시간이 필요한 수학적 연산을 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

에 또 한 가지 제약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암호화할 수 있는 평

문의 길이이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암호화할 수

있는 평문의 길이는 달라지는데, OpenSSL API의 경우는 거의 키

길이 정도의 평문이 한계이다. 따라서 만약 1024비트 길이의 키로 암

호화를 한다면, 1024비트보다 긴 평문은 암호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

면 된다. 또한키의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암호화 속도는 현저하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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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타입 OpenSSL 구조체 DER 읽기함수 DER 쓰기함수

DH 파라미터 DH d2i_DHparams i2d_DHparams

DSA 파라미터 DSA d2i_DSAparams i2d_DSAparams

DSA 공개키 DSA d2i_DSA_PUBKEY i2d_DSA_PUBKEY

DSA 개인키 DSA d2i_DSAPrivateKey i2d_DSAPrivateKey

RSA 공개키 RSA d2i_RSA_PUBKEY i2d_RSA_PUBKEY

RSA 개인키 RSA d2i_RSAPrivateKey i2d_RSAPrivateKey

EVP_PKEY 공개키 EVP_PKEY d2i_PUBKEY i2d_PUBKEY

EVP_PKEY 개인키 EVP_PKEY d2i_PrivateKey i2d_PrivateKey

X509 인증서 X509 d2i_X509 i2d_X509

X509 인증요청서 X509_REQ d2i_X509_REQ i2d_X509_REQ

X509 CRL X509_CRL d2i_X509_CRL i2d_X509_CRL

PKCS7 PKCS7 d2i_PKCS7 i2d_PKCS7

SSL 세션 SSL_SESSION d2i_SSL_SESSION i2d_SSL_SESSION



패시 0이 리턴된다. 사실 이 함수는 EVP_MD를 EVP_MD_CTX에

저장하는역할밖엔하지않는다.

업데이트 과정

엡데이트 과정에서는 평문을 입력받고, 이 입력받은 평문을

EVP_MD가 나타내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으로 압축하여 해

시 값을 생성하고, 이 값을 EVP_MD_CTX에 저장한다.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EVP API 함수는 EVP_SignUpdate 함수이다. 함수 성공

시1, 실패시0이리턴된다.

int EVP_SignUpdate( IN EVP_MD_CTX *ctx, // 메시지 다이제스트 컨텍스트

IN const void *in, // 서명할 메시지가 들어 있는 변수

IN unsigned int inl); // 서명할 메시지의 길이

종료 과정

종료 과정에서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성된 해시 값을개인키로 암호

화한다. 이 암호문이 전자서명 값이다. 종료 과정을 수행하는 EVP

API 함수는 EVP_SignFinal 함수이다. 함수 성공시 1, 실패시 0이

리턴된다. 

int EVP_SignFinal( IN  EVP_ MD_CTX *ctx, // 메시지 다이제스트 컨텍스트

OUT unsigned char *out, // 출력 전자서명 값이 저장될 변수

OUT unsigned int *outl // 출력 전자서명 값의 길이

IN EVP_PKEY *pkey); // 서명할 개인키

EVP API를 이용한 인증

EVP API를 통한 전자서명 인증 과정도 앞서 전자서명 값을 만들었

던것과마찬가지로매우쉽다.

초기화 과정

초기화 과정을 담당하는 함수는 EVP_VerifyInit_ex인데, 형식은 앞

의EVP_SignInit_ex 함수와같고역할도같다. 

int  EVP_VerifyInit_ex ( IN EVP_MD_CTX *ctx, // 메시지 다이제스트 컨텍스트

IN const EVP_MD *type, // 메시지 다이제스트 암호화 구조체

IN ENGINE *impl); // 하드웨어 엔진을 사용할 경우

업데이트 과정

업데이트 과정을 담당하는 함수는 EVP_VerifyUpdate인데, 형식은

앞의 EVP_SignUpdate 함수와 같고 역할도 같다. 즉 인증할 메시지

의해시값을만들어EVP_MD_CTX에저장한다.

int EVP_VerifyUpdate( IN EVP_MD_CTX *ctx, // 메시지 다이제스트 컨텍스트

IN const void *in, // 인증할 메시지가 들어있는 변수

IN unsigned int inl); // 인증할 메시지의 길이

종료 과정

종료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전자서명 값을 공개키로 복호

화하여 앞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성된 해시 값과 비교한다. 비교해

서 같다면 인증이 성공된 것이므로 성공을 리턴하고 다르다면 인증이

실패된 것이므로 실패를 리턴한다. 종료 과정을 수행하는 EVP API

함수는 EVP_VerifyFinal 함수이다. 인증 성공시 1, 실패시 0이 리턴

되며, 함수가실패한다면-1이리턴된다. 

int  EVP_VerifyFinal( IN EVP_ MD_CTX *ctx, // 메시지 다이제스트 컨텍스트

IN unsigned char *sigbuf, // 전자서명 값

IN unsigned int *siglen // 전자서명 값의 길이

IN EVP_PKEY *pubkey); // 인증할 공개키

공개키 암호화

OpenSSL을 포함한 부분의 암호화 라이브러리는 사용하기 쉬운

편에 속한다. 사람들이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라이

브러리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암호화의 개념을 이해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개념 설명이 조금

많았는데, 개념을 이해했다면 실제 프로그래밍 설명 부분은 쉽게 읽

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호에서는 지난 3회 동안 연재됐

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SSL(Secure Socket Layer)에 관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다룰 예정이

다. 많은관심을가져주기바란다. ma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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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trcmp(keyType, “pub”)==0) 

rsa = PEM_read_bio_RSA_PUBKEY(keyBIO, NULL, NULL, NULL);

else

rsa = PEM_read_bio_RSAPrivateKey(keyBIO, NULL, NULL, NULL);

}

// 키를 로드하는데 에러 발생

if (rsa == NULL)  {

BIO_printf(errBIO, “키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ERR_print_errors(errBIO);

exit(1);

}

// 입력 파일에서 BIO 생성

inBIO = BIO_new_file(inFile, “rb”);

// 출력 파일에서 BIO 생성

outBIO = BIO_new_file(outFile, “wb”);

// 읽은 키의 길이를 얻음

int keySize = RSA_size(rsa);

// 입력문 내용이 들어갈 버퍼와 출력문 내용이 들어갈 버퍼 생성

// 입력 버퍼의 길이는 키 길이의 두 배, 출력 버퍼는 키 길이와 동일

unsigned char * inBuffer = (unsigned char *)malloc(keySize*2);

unsigned char * outBuffer = (unsigned char *)malloc(keySize);

// 패딩 정의, 일반적인 패딩으로 사용

unsigned char pad = RSA_PKCS1_PADDING;

// 입력문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 버퍼에 저장

int inLength = BIO_read(inBIO,inBuffer,keySize*2);

int outLength = 0;

// 공개키로 암호화할 때. 입력 버퍼의 내용을 암호화해서 출력 버퍼에 넣음

if ( (strcmp(encType,“e”)==0) && (strcmp(keyType,“pub”)==0) )

outLength = RSA_public_encrypt(inLength,inBuffer,outBuffer,rsa,pad);

// 개인키로 암호화할 때. 입력 버퍼의 내용을 암호화해서 출력 버퍼에 넣음

else if ( (strcmp(encType,“e”)==0) && (strcmp(keyType,“pri”)==0) )

outLength = RSA_private_encrypt(inLength,inBuffer,outBuffer,rsa,pad);

// 공개키로 복호화할 때. 입력 버퍼의 내용을 복호화해서 출력 버퍼에 넣음

else if ( (strcmp(encType,“d”)==0) && (strcmp(keyType,“pub”)==0) )

outLength = RSA_public_decrypt(inLength,inBuffer,outBuffer,rsa,pad);

// 개인키로 복호화할 때. 입력 버퍼의 내용을 복호화해서 출력 버퍼에 넣음

else if ( (strcmp(encType,“d”)==0) && (strcmp(keyType,“pri”)==0) )

outLength = RSA_private_decrypt(inLength,inBuffer,outBuffer,rsa,pad);

// 암호화 혹은 복호화시 에러 발생 체크

if (outLength <= 0)  {

BIO_printf(errBIO,“RSA 암호화시 에러 발생”);

ERR_print_errors(errBIO);

exit(1);

} 

// 출력 파일에 출력 버퍼의 내용 저장

BIO_write(outBIO, outBuffer, outLength);

BIO_printf(errBIO,“완료되었습니다.”);

// 객체 제거

if (keyBIO != NULL)

BIO_free(keyBIO);

if (rsa != NULL)

RSA_free(rsa);

free(inBuffer);

free(outBuffer);

return 0;

}

EVP API를 이용한 전자서명

지난 호의 EVP API를 이용한 비 키 암호화, MD 프로그래밍 과정

과마찬가지로EVP API를이용한전자서명프로그래밍도역시초기

화, 업데이트, 종료의과정을거친다. 

초기화 과정

전자서명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컨텍스트는 지난 호의

MD와 같이 EVP_MD_CTX를 사용한다. 다음과 같이 생성하면 된

다.

EVP_MD_CTX ctx;

EVP_MD_CTX_init(&ctx);

초기화 과정에서 EVP_MD 구조체를 EVP API에 넘겨줌으로써

서명 값 생성시 어떤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며, 앞으로 사용할 EVP_MD_CTX 컨텍스트를 정한다. 다음

의EVP_SignInit_ex 함수를보자.

int  EVP_SignInit_ex ( IN EVP_MD_CTX *ctx, // 메시지 다이제스트 컨텍스트

IN const EVP_MD *type, // 메시지 다이제스트 암호화 구조체

IN ENGINE *impl); // 하드웨어 엔진을 사용할 경우

ENGINE은 하드웨어 암호화 엔진을 나타내는 구조체인데, 하드

웨어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NULL 값을 넣는다. 함수 성공시 1,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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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SL3.zip http://www.imaso.co.kr

� OpenSSL : http://www.openssl.org

� Java Security API : http://java.sun.com/security/

� Microsoft MSDN Security :

http://msdn.microsoft.com/library/default.asp?url=/library/en-

us/dnanchor/html/securityanchor.asp

� RSA Security : http://www.rsasecurity.com/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 퓨처시스템 암호센터 :

http://www.securitytechnet.com/crypto/algorithm/intro/intro.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