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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암호를 사용하여 암호화 할 때 이를 효율 이고 안 하게 암호화하기 해서 운 모드를 이용한

다. 이 때 유효한 암호문이 블록길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패딩을 사용하게 된다. 만약 공격자가 이 

패딩의 옳고 그름을 단하는 오라클을 알 수 있다면 임의의 암호문에 응하는 평문을 찾는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패딩 오라클 공격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패딩방법에 해 알아보고 CBC 운
모드의 패딩 오라클 공격에 한 안 성에 해 논한다.

1. 서론

   최근 웹을 이용한 응용 환경에서 개인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해서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안 성이 검증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요 정보들을 

암호화하지만 주어진 암호 알고리즘을 용하는 방식(운  

모드)이 안 하지 못하다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공

격당할 수 있는 험이 있다. 이런 공격 방법들  표

인 방법이 패딩 오라클 공격이다. 패딩 오라클 공격은 일

반 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세지를 암호화할 경

우, 입력 크기(블럭 암호에서의 블럭 크기)에 맞추기 해 

메세지의 마지막에 당한 값을 덧붙인다(패딩). 만약 공격

자가 메세지의 패딩이 옳고 그른지의 여부를 단할 수 있

는 오라클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임의의 암호문에 응

하는 메세지(평문)을 알아낼 수 있다. 오라클은 공격자가 

질의한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얻은 평문의 패딩정보를 통해 

VAILD 는 INVAILD 값을 공격자에게 응답한다. 공격자

는 운  모드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간에서 가로챌 수 있

고, 이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들을 통하여 올바른 평문을 

획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  모드에서 사용되어지

는 패딩방법들  8가지에 해서 오라클 공격에 한 안

성을 연구하 다.

2. CBC(Cipher Block Chaing) 운 모드의 암호화 과정

   아래 그림<2-1>[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각의 평

*) 교신 자

문 블록은 암호화되기 에 이  블록의 암호문과 XOR 

한 뒤에 암호화 된다. 따라서 생성되는 각각의 암호문 블

록은 단지 재 평문 블록 뿐만 아니라 그 이 의 평문 

블록들의 향을 받게 된다. 최 의 평문 블록은 암호화할 

때 XOR을 진행할 한 단계 앞의 암호문 블록을 신할 비트열 

블록(Initialization Vector)을 생성한다. 

<그림 2-1> CBC mode 암호화 과정

3. 패딩방법

   패딩은 주로 블록 암호 운  모드에서 유효한 데이터의 

크기가 블록의 크기인 n과 일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블록 

크기를 일치시키기 해서 패딩 방법을 사용한다. 패딩 방

법은 처리 단 에 따라 바이트, 비트 기반으로 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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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이트 기반의 패딩

3.1.1 CBC-PAD

CBC-PAD는 패딩되는 바이트 수에 따라서 패딩 패턴

이 결정된다. 패딩되는 바이트의 수가 n 바이트라 가정한

다면 패딩 패턴은 0xnnn…n가 된다. 각 패딩 바이트 수만

큼 패딩 되는 값이 정해진다[9].

한 CBC-PAD는 유효 패딩 자리 수를 구분하기 해서 유

효 평문 데이터가 단  블록 배수일 때 한 블록을 추가하여 

0x1010…1010으로 패딩 처리를 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3.1.2 ESP-PAD

ESP-PAD는 패딩되는 바이트 수에 따라서 패딩 패턴

이 결정된다. 패딩되는 바이트의 수가 n 바이트라 가정

한다면 패딩 패턴은 0x0102…n가 된다. 각 패딩 바이트 

수만큼 패딩 되는 값이 정해진다[8].

한 ESP-PAD는 유효 패딩 자리 수를 구분하기 해서 

유효 평문 데이터가 단  블록 배수일 때 한 블록을 추가하

여 0x0102…0f10으로 패딩 처리를 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3.1.3 XY-PAD

XY-PAD 방법은 먼  2 바이트의 서로 다른 X,Y 값을 결

정한다. 패딩되는 바이트에 따라 맨 처음 패딩되는 값은 X, 그 

이후에는 Y로 붙여 패딩 패턴을 만들게 된다. 패딩 바이트가 

n 바이트라 가정한다면 패딩 패턴은 0xXYY…YY가 된다[2].

한 XY-PAD는 유효 패딩 자리 수를 구분하기 해서 유

효 평문 데이터가 단  블록 배수일 때 한 블록을 추가하

여 0xXYY…YY으로 패딩 처리를 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3.1.4 BOZ-PAD

BOZ-PAD 방법은 먼  처음 패딩되는 바이트에 0x80, 그 이

후에는 0x00로 붙여 패딩 패턴을 만들게 된다. 패딩 바이트가 n 

바이트라 가정한다면 패딩 패턴은 0x8000…0000가 된다[2]. 

한 XY-PAD는 유효 패딩 자리 수를 구분하기 해서 유

효 평문 데이터가 단  블록 배수일 때 한 블록을 추가하여 

0x8000…0000으로 패딩 처리를 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3.1.5 PAIR-PAD

PAIR-PAD 방법은 송신자에 의해 X, Y 값이 결정된다. 

패딩되는 바이트에 따라 맨 처음 패딩되는 값은 X, 그 이

후에는 Y로 붙여 패딩 패턴을 만들게 된다. 패딩 바이트가 

n 바이트라 가정한다면 패딩 패턴은 0xXYY…YY가 된다. 

이 방법은 수신자가 X, Y값을 모르기 때문에 패딩 제거 방

법은 수신자는 맨 마지막 블록의 뒤에 있는 값을 확인하고 

그 값과 일치하는 모든 바이트를 제거하고, 그 후에 바로 

앞 바이트 값을 제거한다[2].

한 PAIR-PAD는 유효 패딩 자리 수를 구분하기 해서 

유효 평문 데이터가 단  블록 배수일 때 한 블록을 추가

하여 0xXYY…YY으로 패딩 처리를 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3.1.6 ABYT-PAD

ABYT-PAD 방법은 PAIR-PAD 방법과 유사한 방식

을 사용한다. 송신자가 평문 데이터의 마지막 블록 M의 

마지막 바이트 X값을 확인하고 송신자는 X값과 다른 Y

값을 선택하여 패딩을 한다. 패딩 바이트가 n 바이트라 

가정한다면 패딩 패턴은 0xYY…YYY가 된다[3].

한 ABYT-PAD는 유효 패딩 자리 수를 구분하기 해서 

유효 평문 데이터가 단  블록 배수일 때 한 블록을 

추가하여 0xYYY…YY으로 패딩 처리를 하여 구분하

도록 한다.

3.2 비트 기반의 패딩

3.2.1 OZ-PAD

OZ-PAD 방법은 맨 마지막 블록의 유효 데이터가 m 비

트 일 떄, m+1 비트에 '1'로 패딩 후 그 이후 비트는 '0' 으

로 패딩해 주는 방식이다[2]. 유효 패딩 자리 수를 구분하기 

해서 유효 평문 데이터가 단  블록 배수일 때 한 블록을 

추가하여 100…00으로 패딩 처리를 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3.2.2 ABIT-PAD

ABIT-PAD 방법은 송신자가 평문 데이터의 마지막 블

록 M의 마지막 비트 X값을 확인하고 송신자는 X와 반

인 값을 Y값으로 정하여 패딩하게 된다[3]. 를 들어 데이

터의 마지막 비트가 1이 다면 X값이 1로 정해지고 Y값이 

0으로 정해져서 0값으로 패딩하게 된다.

4. 패딩 방법에 따른 패딩 오라클 공격

획득된 암호문에 한 평문의 패딩 방식이 옳은지 아닌지

를 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패딩 오라클을 이용하여 평문

을 복구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을 패딩 오라클 공격이라 한다. 

이 오라클 공격은 공격자가 질문한 암호문을 복호화 한 후 얻

어진 평문의 패딩이 옳은지 아닌지를 단하여 패딩이 옳으

면 VALID 값을, 옳지 않으면 INVALID 값을 응답하게 된다. 

이 공격의 목표는 오라클에 한 여러 번의 질의  응답을 

이용하여 질의한 암호문에 한 평문을 복구하는 것이다. 따

라서 패딩오라클 공격의 가능 여부는 공격자가 오라클을 통

하여 패딩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4.1 CBC 운 모드에서의 패딩오라클 공격

CBC 운  모드에 한 패딩 오라클 공격은 EUROCRYPT 

2002에 Vaudenay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Vaudenay 다양한 

응용 환경(SSL/TLS, IPSec, WTLS등)에 사용되는 CBC 운  

모드에 한 패딩 오라클 공격을 발표하 다.[1] 여기서 소개된 

패딩 방법에 해 소개하자면, 먼  정당한 암호문 C = (IV, 

C1, C2,…,Cq)를 획득하 다고 가정한다. 를 들어 공격하려는 

메세지가 0x01~0x08까지 패딩 되었을 경우이다.

IV값을 0으로 채워 오라클에게 질의 하면 오라클은 INVALI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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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문에 각 란에 해당하는 패딩 방법을 사용한다.

2. 정당한 암호문 C = (IV, C1, C2,…,Cq)를 획득하 다.

3. 패딩 오라클 O 가 주어진다.

응답을 하게 된다. 암호문이 복호화 한 뒤 나온 값과 IV‘(0으

로 채운)값을 XOR하여 나온 평문의 마지막 바이트가 올바

르지 않은 패딩 값이 되어 에러가 발생하 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패딩은 0x010x08 까지 범 이며 해당 수만큼의 개

수가 패딩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공격은 패딩이 1개

일 경우를 가정하여, IV’의 마지막 바이트를 0x00~0xFF까

지 조작하여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 보았을 경우 0x3B 일 

때, 패딩이 0x01이 되어 올바른 패딩으로 인식되었을 경우 

8번째 바이트 값은 0x3C가 된다. 이런 식으로 IV값을 조작

하여 알아 낸 값들을 최 의 IV값을 XOR하면 평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격 과정은 평균 으로 2
7 번의 오라클 질의가 필

요하다. 따라서 한 평문 블록을 복구하기 해서는 2
7 * n 번

의 오라클 질의가 필요하다. 한 마지막 암호문 블록 Cq 

신 다른 암호문 블록을 용하면 체 평문 정보를 복구 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오라클 질의 수는 27 * n * q 이다.

다음 공격하는 PAD 방법들에 해서 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4.2 공격이 가능한 PAD 방법

4.2.1 CBC-PAD

패딩 오라클은 패딩 방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만을 

단하여 VALID/INVALID 응답을 다. 따라서 공격자는 Pq

의 평문 데이터 부분에 향을 주는 암호문 Cq-1을 변경하

면 VALID 응답을 받고, 패딩 데이터 부분에 향을 주는 

암호문을 변경하면 INVALID 응답을 받는다. 이를 통해서 

블록 크기 n에 해 암호문 Cq-1의 n/2 번째 바이트의 값을 

변형하여 질의를 보냈을 때 응답을 확인한다. 응답이 

VALID 이면 평문 데이터의 향을  것이므로 n/2번 째

를 기 으로 오른쪽 반에 해당하는 바이트를 변형하고, 

응답이 INVALID 이면 패딩에 향을  것이므로 n/2번

째를 기 으로 왼쪽 반에 해당하는 바이트를 변형하여 

질의를 보내 응답을 한다.[2]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질의를 

보내면 Log2(n)번의 질의면 패딩 길이를 알 수 있다.

4.2.2 ESP-PAD

ESP-PAD는 바이트 기반의 패딩 방법이다. 이 패딩방법

은 바이트 수에 따라 패딩 패턴이 결정된다. 이 패딩 방법은 

Vaudenay가 제안한 패딩 오라클 공격[1]에 의해 올바른 암

호문에 한 평문을 얻을 수 있다. 

4.2.3 XY-PAD

XY-PAD는 바이트 기반의 패딩 방법이다. 이 패딩 방법

은 우선 2 바이트의 서로 다른 X, Y값을 결정한다. 패딩 바

이트에 따라 맨 처음 패딩 바이트는 X, 그 이후의 패딩 바

이트에는 Y를 붙여 패딩 패턴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이 

패딩 방법은 X, Y값이 알려져 있고 마지막 블록 단 가 평

문 데이터가 블록 배수일 때도 유효 자리 수의 구분을 해

서 한 블록을 0xXYY…YY 으로 추가하기 떄문에 4.2.1   

CBC-PAD 공격에서 소개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

이 가능하다. 

4.2.4 OZ-PAD

OZ-PAD는 비트 기반의 패딩 방법이다. 이 패딩 방법은 

맨 마지막 블록의 유효 데이터가 m 비트 일 때, m+1 비트

에 ‘1’로 패딩 후 그 이후에 비트는 ‘0’으로 패딩해 주는 방

식이다. 이 패딩 방법에 해 패딩을 제거할 때는 맨 마지막 

블록의 뒤에서부터 ‘0’을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1’을 제거하

는 방식이다. 이 패딩 방식의 특이 은 데이터의 어디에도 1

은 존재하기 때문에 패딩 오라클에 해 모든 평문이 

VALID padding 처리가 된다는 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0n

에 해서만 INVLAID padding 처리가 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공격이 가능하다. IV, C1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공

격자는 IV의 값을 변경하며 패딩 오라클의 응답을 확인한다. 

OZ-PAD의 경우 0n일 떄 INVALID로 응답하기 때문에 공

격자는 IV’ = IV⊕P1인 IV’값과 C1을 이용하여 오라클에 질

의한다. 오라클의 응답이 INVALID 라면 P1 = IV⊕IV’를 

이용하여 평문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2]. 

4.2.5 BOZ-PAD

BOZ-PAD는 XY-PAD에서 X=0x80, Y=0x00으로 놓았을 

때와 같기 때문에 XY-PAD와 동일한 취약성을 갖는다 따

라서 4.2.1 CBC-PAD 공격에서 소개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4.3 패딩 오라클 공격이 가능하지 않은 PAD 방법

4.3.1 PAIR-PAD

PAIR-PAD는 바이트 기반의 패딩 방법이다. 이 패딩 방법은 

XY-PAD의 약 을 피하기 해 제안되었다. 이 패딩 방법의 

경우 송신자가 임의로 X, Y를 결정한다[2]. 하지만 상황 으로 

XY-PAD 방법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블록에서 1바이트만 

남았을 경우 XY-PAD 방법에서는 마지막 바이트를 X 값으로 채

우고 0xYY…YY 값으로 한 블록을 추가하지만 PAIR-PAD 방

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바이트가 남았을 경우에 X 값만 채

운다. 그 기 때문에 XY-PAD와는 달리 패딩 오라클 공격이 

불가능하다.

- 826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패딩방법 패딩단 공격여부 공격횟수

CBC-PAD 바이트 가능 128n+Log2(n)

ESP-PAD 바이트 가능 128n+Log2(n)

XY-PAD 바이트 가능 128n+Log2(n)

OZ-PAD 비트 가능 2
8n-1

BOZ-PAD 바이트 가능 128n+Log2(n)

PAIR-PAD 바이트 불가능

ABYT-PAD 바이트 불가능

ABIT-PAD 비트 불가능

4.3.2 ABYT-PAD

ABYT-PAD는 바이트 기반의 패딩방법이다. 이 패딩 방법은 

PAIR-PAD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 패딩 방법이 PAIR-PAD

와 다른 은 X값의 결정 방법이다. PAIR-PAD의 경우 X값을 송

신자가 임의로 결정하지만, ABYT-PAD의 경우 X값은 평문 데이터

의 마지막 블록 M의 마지막 바이트 값이다. 따라서 PAIR-PAD에

서의 X값은 유효하지 않은 평문이고 ABYT-PAD에서의 X값은 유

효한 평문값이 된다[3]. 이 패딩 방법은 모든 평문이 패딩 오라클에 

해 VALID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패딩 오라클 공격이 불가능하다.

4.3.3 ABIT-PAD

ABIT-PAD는 비트 기반의 패딩 방법이다. 이 패딩 방

법은 ABYT-PAD와 동일하나 처리 단 가 비트 단 이다

[3]. 이 패딩 방법 역시 모든 평문에 한 패딩 오라클의 

응답이 VALID이기 때문에 패딩 오라클 공격에 안 하다.

5. 결론

   아래 <표 4-1>을 살펴보면 본 논문에서 알아본 패딩 

방법 8가지 방법들 에서 5자기의 패딩 방법들에 해서 

패딩 오라클 공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언

된 패딩방법들이 많은 응용 분야에서 용되고 있다. 따

라서 패딩 오라클 공격에 해 안 해지기 해서는 암호 

알고리즘 등을 설계 할 때 블록암호 운  모드를 사용할 

때에는 패딩 길이나 패딩 패턴 등을 노출시키지 않거나, 

좀 더 안 한 패딩 방법을 이용하고 패딩을 사용하지 않

는 스트림 모드를 이용하여 좀 더 안 한 암호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

<표 4-1> 다양한 패딩 방법에 한 패딩 오라클 공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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