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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증거물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無缺性, integrity)의 입증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
법원의 관련 판례[7]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MD5
알고리즘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MD5는 Wang과 Stevens 등에 의해 취약성이 드러났으
며, 현재 학계에서는 결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점을 논하고,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Ⅰ

. 서

론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대중화되었고, 현
대인의 일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사이버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사건에서도 전자적인
형태의 문건 파일이나 통신기록 등이 수사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
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기업의 정보
감사 또는 기밀 유출 등이 있으며 디지털 증거를 수
집하여 법정에 제출하면 그 증거능력의 여부에 따라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진정성’이란 법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원본 증거의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동일성’과,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 또는 조작이 없었다는 ‘무결성’ 등의
문제를 포괄한다[1]. 대법원 판례[7]에서는 무결성

과 동일성을 입증하기 방법으로 암호학적 해시함수
(Cryptographic Hash Function)를 직접적으
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실무에서는
Message-Digest5(이하 MD5) 알고리즘[2]을 통
해 해시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여기는 추세이다[3].
그러나 학문적으로 암호(Cryptography) 분야
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4],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암호해독(Cryptanalysis) 공격이 수행되어 기
존 기법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밝혀진다면
해당 체계는 사장(死藏)되는 수순을 밟게 되고, 그
보다 더 안전한(Secure)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사용
도록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MD5에 대한 공
격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직접적
으로 적용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본다. 이
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입증시 사용되어야
할 적합한 해시함수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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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 동일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7].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수집한 디지털 데이터가 위・
변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해시값 검증을 기준으
로 무결성과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입증
되지 않으면 수집된 디지털 데이터가 범죄에 대한
법적 증거로써 활용될 가치를 잃게 된다는 점에 유
의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절차 및 제도를 정비하
는 등의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8][9].
·

Ⅱ

. 배경지식

본 단원에서는 논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개념들
에 대한 배경지식을 전달한다.
1.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디지털 증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
여 특별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추출이
곤란하며, 인간의 오감으로는 직접 정보의 내용을
인지할 수 없는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기록 저장된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간단한 조작만으로
위조 내지 변조가 가능하고 정보 일부의 삭제 또는
변경이 용이하다는 취약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진정
성의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다.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원본의 내용물이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증거는 더 이상 증거
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집된
증거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
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1][5].
디지털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요
건은 여러 연구자들의 발표나 학회, 표준 정책 기관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진정성, 원
본동일성, 신뢰성, 정당성, 재현의 원칙, 연계보관
성, 무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6]. 이러한 개념들
에 대해 모두 설명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
나므로, 여기에서는 무결성(Integrity)이라는 용어
에 대부분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것으로 가
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내용을 전개하도록 한다.
실제 대법원 판례[7]를 보면, “피압수 수색 당사
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
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
·

2. 암호학적 해시함수의 성질과 공격법

암호학적 해시(Cryptographic Hash)는 주어
진 입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때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암호학적
정의에 따르면 이상적인 해시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음 두 성질을 갖는다[10].
일방향성(one-way): 주어진 해시 결괏값을
통해 원래의 입력 메시지를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충돌저항성(collision-free): 동일한 해시 결
괏값을 갖는 서로 다른 두 메시지  과  를 찾
는 것이 계산상 어렵다.
ㆍ

ㆍ





위의 정의에 따라 구현된 해시함수에 대해, 그 기
본 성질에 대한 반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 해당 해시
함수는 공격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방향성에 대한
공격은 다시 세부적으로 ‘First - preimage’와
‘Second - preimage’로 분류되며, 이를 정리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11]. (단, L은 해시값의 길이)
1st-preimage attack: 공격자가 해시값을
알고 있을 때, 해당 입력 메시지  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경우.
2nd-preimage attack: 해시값과 입력 메시
지  을 알고 있을 때, 해당 해시값과 일치하는 또
다른 입력  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경우.
(보통 1st와 같거나, 조금 더 쉬움[49])
collision attack: 동일한 해시값을 가지는 서
로 다른 두 메시지  과  을  보다 빨리 찾
을 수 있는 경우[12].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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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리에 따르면 세 가지 공격법 중에
collisoin attack이 가장 쉬운 방법임을 알 수 있
다. collisoin attack에 성공했다고 해서
preimage attacks도 항상 성공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collision 공격에 성공하면 해
당 해시함수는 공격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13][14]. 이 경우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해당 해시함수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15][16].
3. MD5 해시함수와 그 사용실태

암호학적 해시(Cryptographic Hash)는 이상
적인 모델이며, 이를 실용적으로 구현한 함수로는
MD4, HAVAL-128, RIPEMD 등이 있었다. 그
러나 이 함수들은 충돌쌍 및 제 2 역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취약점이 발견되어 새로운 해시함수에 대
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특히 Rivest에 의해 개발된
MD5와[2],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설계한
SHA(Secure Hash Algorithm) 함수[17] 등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ssage - Digest 5 (MD5) 알고리즘[2]을 중
점적으로 다루므로, 해당 함수의 기술적인 구현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고, 실무에서의 MD5 사용
실태를 확인한다.
MD5는 기존 MD4를 개량한 모델이며, 임의 길
이의 메시지를 입력하면, 먼저 적절히 패딩한 후
512 비트 블록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후 초기화 벡터를 설정하고, 압축함수를 적용하는
[그림 1]과 같은 동작을 64회 반복하는 구조로 진
행하여 최종적인 수행 결과는 128bits 길이의 값으
로 도출된다. 그러나 내용을 사람이 육안으로 구분
하기 어려우므로, 가독성을 위해 16진수 형식으로
변환하여 32 길이의 숫자와 문자(A~F) 조합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를
들어 “9e107d9d372bb6826bd81d3542a419d6”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그림 1. MD5의 연산 도식화[18]

이렇게 얻은 문자열은 해당 입력값에 대한 디지털
지문(Fingerprint)으로써 유일하게 구별되며, 이
특성 덕분에 전자적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데 중
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관련 규
정에 따르면, 증거사본 작성시 MD5 해시값을 분석
보고서에 기입하도록 하고, 이에 참관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19]. 또한, 경찰청의 관련 훈령에서는 ‘데이터
고유 식별값’이라는 의미로 해시값을 지칭하고 있으
며,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시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20].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라 함은,
Guidance 社의 Encase와 Access Data 社의
FTK가 대표적이며, 증거사본 생성과 분석 실무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소프트
웨어가 제공하는 결과물을 인용하여 보고서에 삽입
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그림 2], [그림 3]과 같이
MD5 함수를 초기설정값(Default)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SHA-1을 지원한다. 때문에 특
별한 언급이 없는 한, 포렌식 분야에서는 MD5가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3].

그림 2. Access Data의 FTK

그림 3. Guidance의 E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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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MD5 공격의 동향

MD5가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암호학계에서는 이미 2004년에
중국 山東대학의 Wang 교수 등에 의해 이론적 취
약점이 발견되었고[21], 이후 CRYPTO1) 2009에
서 Marc 등에 의해 MD5의 취약점을 이용한 실용
적인 공격방안과 사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22]. 본
단원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해시함수의 대표적인
공격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1. Brute Force / Birthday Attack

암호학의 가장 고전적인 공격 기법으로는 일명 전
수조사(Brute Force)라고 알려진 시행착오식의 방
법이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력값을 임의로 생
성하여 크랙을 시도하고, 틀리면 다른 값으로 변경
하여 재시도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입력의 조
합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이 경우 이론적으
로는 정답을 반드시 찾을 수 있으나, 탐색시간이 무
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다
행히도 해시함수의 경우에는 ‘Dirichlet의 상자원리’
에 의해 Collision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 수학
적으로 입증되며, 확률론적 정리를 통해 일명 생일
공격(Birthday Attack)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전
수조사의 범위를  에서  로 축소할 수 있다
[12]. 따라서 MD5 해시함수의 출력 크기를 대입하
여 계산하면  가 된다. NIST는 현대의 컴퓨팅
자원 성능을 고려하여 계산상 불가능의 기준을 최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16], MD5는 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복잡도를 가지므로 충분히 공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Rainbow Table

레인보우 테이블은 해시의 역상을 미리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Martin
Hellman에 의해 1980년 소개되었다[23].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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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문으로 이루어진 값들에 해시를 적용한 결괏값과
대응시켜 저장해두면 매번 새롭게 계산할 필요 없이
기존의 목록을 탐색하는 것만으로 역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레인보우 테이블을 구현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였으며 용량이 방대하여 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없었다. 2000년대 이후 저장매체
와 인터넷 기술의 혁신을 힘입어 고용량의 레인보우
테이블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뿐
만 아니라 이미 알려진 해시 값을 원문으로 변환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ex : CrackStation.com)마
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Brute Force 방식에 위
키피디아 백과의 낱말 사전 데이터를 혼합 활용하여
계산한 150억 개의 Entry(190GB)에 달하는 테이
블을 보유하고 있다[24]. 이를 악용할 경우 Unix
및 Linux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패스워드 해시값을
통해 원문을 크래킹 하는 것이 가능하다.
3. Xiaoyun Wang의 차분공격

차분 공격(Differential Attack)을 사용하여
MD5를 공격하는 방안은 1992년부터 T. Berson
에 의해 시도되었으나[25], 가능성만 제기되었을 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없어 성과가 미미하였
다. 한편, 중국의 Wang 교수 등은 알고리즘 내부
논리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으
며, 기존의 배타적 논리합(XOR) 방식의 차분공격
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울
(Boolean)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는 각 단계에 연쇄적으로 적용되는
변수에 일정한 조건을 지정하는 방식이며, 이를 사
용하여 2004년부터 MD4, MD5, RIPEMD,
HAVAL, SHA-0에 대한 구체적인 충돌쌍을 찾았
다. 특히 MD5의 경우 IBM P690을 사용했을 때
1시간 이내에 충돌쌍을 찾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법임을 밝혀 EUROCRYPT2) 2005에서 발표하
였다[21]. 이후 Wang의 방법보다 개선된 방법도
공개되었으며, 일반 NotebookPC 수준에서도 공격
이 가능해졌다[26].
[표 1]은 동일한 MD5가 도출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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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Stevens is Winner of the Best Paper Award.

Europe every year.

2016 디지털 포렌식 기술 워크샵
표 1. 두 입력값은 6-bits의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MD5 결과값을 도출하여 Collision이 발생한다.
d131dd02c5e6eec4693d9a0698aff95c
2fcab58 712467eab4004583eb8fb7f89
55ad340609f4b30283e48883257 1415a
085125e8f7cdc99fd91dbdf 280373c5b

d8823e3156348f5bae6dacd436c919c6
dd53e2b 487da03fd02396306d248cda0
e99f33420f577ee8ce54b67080a 80d1e
c69821bcb6a8839396f9652 b6ff72a70
d131dd02c5e6eec4693d9a0698aff95c
2fcab50 712467eab4004583eb8fb7f89
55ad340609f4b30283e4888325f 1415a
085125e8f7cdc99fd91dbd7 280373c5b

d8823e3156348f5bae6dacd436c919c6
dd53e23 487da03fd02396306d248cda0
e99f33420f577ee8ce54b670802 80d1e
c69821bcb6a8839396f965a b6ff72a70
MD5 79054025255fb1a26e4bc422aef54eb4

Wang의 연구결과는 MD5 알고리즘의 설계적
취약점을 입증하였기에 암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
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순히 제한된 환경
에서 이론적인 증명에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
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당시 Bruce
Schneier는 “암호학 연구자들에게 있어 굉장한 사
건임에 틀림없지만, 실제적으로 디지털 서명 등의
체계가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에게
는 아직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논평하였다[27].
4. Marc Stevens의 인증서 위조 기법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MD5의 취약점을 이용하
여 실제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 영향을 미칠만한 공
격이 연이어 제시되었다. Wang은 자신의 연구를
확장하여, ITU-T 표준 공개키 기반 X.509 인증을
우회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당 과정에서는 RSA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이를 검증할 때
에는 MD5를 사용해 디지털 서명(Signature)을
생성한다. 이때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시값만으로 일
치 여부를 판별한다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상이한 내
용의 인증서에 MD5의 Collision이 발생하도록 한
다면, 해당 인증서가 조작되었는지 판단할 방안이
없다는 것을 [그림 6]와 같이 입증한 것이다[28].

그림 6. 충돌을 야기하도록 조작된 인증서[22]

또한 Wang의 방법에 영감을 얻은 Marc
Stevens는 인증 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의 인증서를 위조한다면 SSL 통신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을 수
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당시의 대부분의 인터
넷 브라우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였다.
특히 이들은 Chosen Prefix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계산 복잡도를 기존에 비해  수준까지 획기적으
로 줄였으며, Identical Prefix의 경우  임을 밝
혔다[22]. 이들은 약 18시간 만에 위조된(Rogue)
인증서 생성을 성공하였는데, Play Station 3 단
말기 200여 대를 클러스터 구성한 분산병렬 처리를
통해 성능을 최대화한 것이 비결이었다. 이후
BlackHat USA 2009에서는 GPGPU(Generalpurpose GPU) 등을 활용한 방법 또한 공개되면
서 Marc의 방법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임에도 9배
이상 속도를 개선시켰음을 보였다[29]. 2016년 현
재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과 GPU 성능
이 2009년에 비해 더 급진적인 도약을 이루었으므
로, 지금의 자원을 사용한다면 공격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다. 이러한 논문들이 발표된 이후 모든
CA 기관은 해시 알고리즘 선택시 기존 MD5에서
SHA-1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권장되었다.




Ⅳ

.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의 문제점

이러한 암호학계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사용 중인 MD5의 존
속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술저
널인 “Digital Investigation”는 Wang의 논문으
로 MD5 충돌쌍이 밝혀졌으나 디지털 증거의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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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입증하는 상황에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30].
역상(Preimage) 저항성에 관한 공격으로는
여전히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Wang의 방법은 특정한 입력 Block에 한정된
결과이므로, 실무의 현장에서 그러한 전제조건이 실
현되리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단순히 짧은 문자열이나
메시지 블록에 대해서만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징 된 파일 형태의 입력값을 주로 취급하며 이 경
우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천문학적으로 희박하다.
이러한 Eric Tompson의 관점은 상당 부분 현
재에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학계
동향에 따르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지속적
으로 도출되고 있다. 특히, 제 2 역상 저항성은 충
돌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0], 전수조사보
다 빠른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제시
되었다[31]. 또한, 제 1 역상 저항성에 관해서도

으로 탐색한 연구가 공개된 바 있다[32]. 본
단원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디지털 포
렌식 분야에서 MD5를 지속 사용할 경우 직접적으
로 유효한 공격 시나리오와 쟁점들을 제시한다.
ㆍ

ㆍ

ㆍ



1. 악성코드(Malware) 은닉 실험

MD5의 충돌쌍을 악용한 의미 있는 공격에 관하
여는 Narayana이 제시한 “Poisoned Message
Attack”이 있다[33][34].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서 “if-then-else” 문법 구문의 성질을 이용하여 조
건 분기에 사용되는 값을 해시 충돌쌍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해당 방법은 PDF나 TIFF 등의 파
일에도 적용 가능하며, 동일한 해시값을 가지는 서
로 다른 두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파일이 교체되어도 MD5 해시값을 기
반으로 하는 파일 무결성 검사에서는 탐지하지 못하
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해당 공격을 구현한
Peter Selinger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35], 두개
의 서로 다른 행위를 수반하는 프로그램이 [그림 5]
와 같이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해당 소스코드는 직접 컴파일하여 실행이 가
능하며, 컴퓨팅 성능에 따라 30분 내외로 성공한다.

그림 5. Marc Stevens의 공격 프로그램

파일은 “bf262c9ced4ee44cc699e2f36da37f1e”
라는 동일한 해시값을 나타내지만, 실행되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 해당 예제에서는 evil.exe에 단순히
위협적인 메시지를 표출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랜섬
웨어 등의 악의적인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삽입하
는 것도 가능하다.
2. 무결성 보장 불가능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디스크 등의 증거를 이미
징 하여 *.Ex01 등의 포맷으로 저장하고 해시값을
계산하게 된다. 해당 이미지 파일이 1비트라도 변경
된다면 원칙적으로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며 해시값
은 기존과 상당한 차이(dramatically changes)
를 보여야 한다[30]. 그러나 MD5의 경우 충돌쌍을
찾는 공격 방법이 다른 해시함수에 비해 상당히 공
개되었으며, 이를 제 2 역상에 관한 공격으로 일반
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10][36]. 또한
디스크의 비할당(Unallocated) 영역이나, NTFS
의 ADS(Alternate Data Streams)에 충돌을
야기하는 메시지 블록을 은닉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재연한다면 무결성이 명백하게 훼손된 경우임에도
해시값이 여전히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MD5가 해
시함수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3.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

디지털자료 등의 과학적 증거를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한 몇 가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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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들이 있었다. 미국 법원의 경우 1920년대에
Frye test3)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1993년에는 다우버트 사건4)에서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37].
검증 가능 여부
동료들의 검토를 위한 과학 간행물 게재
알려져 있거나 잠재적인 오류율의 정도
실험을 통제할 수 있는 표준과 그 적용 여부
해당 분야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도 거짓말탐지기와 유전자
감식의 경우 위의 다우버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방법이 합리적이며, 기술에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전문인이 표준적인 검
사기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8][39].
지금까지의 암호학계 연구동향을 종합해보면,
Marc Stevens는 컴퓨터 포렌식 분야에서 MD5
존속은 상당히 유해하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40], 카네기 멜론 대학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소에서
는 암호학적 해시함수로써의 MD5 사용은 더 이상
부적합하다고 논평하였다. 이에 현재 미국 NIST,
NSA 등 기관이 승인한 암호사용 권고안에서는
MD5가 포함되어있지 않다[16]. 이처럼 현대 암호
학계에서 MD5사용은 더 이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보편타당하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
거 기준을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한다
면, MD5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시함수도 사실상 그 수명이 다하였다. 본 논문에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Marc Stevens는
SHA-1에 대한 구체적인 취약점 역시 발견하였으며
[41][42],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
플로러나 구글 크롬 등의 웹 브라우저는 2017년부
터 더 이상 SHA-1을 지원하지 않는다.
미국 NIST의 권고안[16]은 암호학적 해시함수
에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SHA-2 사용
이 권장된다. 또한, 새로운 표준으로 SHA-3 제정
을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 Keccak이 선정되었다
[43]. 대한민국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에서도
금융,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에서 무결성 검증시
사용할 수 있는 고속 해시함수 LSH(Lightweight
Secure Hash)을 개발하였다[44]. 때문에 향후에
는 안전도 기준을 향상시킨 이러한 새로운 해시 함
수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SHA-3와 LSH에 공격에 대한
연구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므로[46][47],
이 방법 역시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시함수 무결성 검증 방식이 갖는 위험성을 방지
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에 공개키 기반구조를 적용한
공증 방식, 메시지 인증코드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
다는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
영의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48].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포렌
식 도구가 지원하고 있는 두 가지 해시함수 MD5와
SHA-1을 혼용하여 교차 검증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의 취약성을 감안하여도, 두 조건을 동시에 만
족시키는 충돌쌍을 발견하는 것은 계산 복잡도가 상
당하므로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Ⅵ

지금까지 MD5가 암호학적 해시함수로서의 지위
를 상당히 잃었으며, 그 신뢰성이 학계에서 보증되
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해시함수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포
렌식 유틸리티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SHA-1 해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증거의 무
결성 검증시 사용되는 해시함수에 대해 소개하고,
취약한 MD5를 중심으로 위협 시나리오를 살펴보았
다. 또한, 암호학계의 연구동향을 통해 영원히 안전
한 해시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직시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2개 이상의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무결성을 입증하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 보고서
양식을 개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는 포렌식 도구에 지원되는 해시함수 수준을 학계의
권고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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