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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ase of using the existing encrypted algorithm for massive data encryption service under the cloud environment, the problem 

that requires much time in data encryption come to the fore. To make up for this weakness, a partial encryption method is used 

generally. However, the existing partial encryption method has a disadvantage that the encrypted data can be inferred due to the 

remaining area that is not encrypted. This study proposes a partial encryption method of increasing the encryption speed and 

complying with the security standard in order to solve this demerit.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3 processes such as header 

formation, partial encryption and block shuffle. In step 1 Header formation process, header data necessary for the algorithm are 

generated. In step 2 Partial encryption process, a part of data is encrypted, using LEA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and all 

data are transformed with XOR of data in the unencrypted part and the block generated in the encryption process. In step 3 Block 

shuffle process, the blocks are mixed, using the shuffle data stored with the random arrangement form in the header to carry out 

encryption by transforming the data into an unrecognizable form.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method, applying 

it to a mobile device, all the encrypted data were transformed into an unrecognizable form, so the data could not be inferred, and the 

data could not be restored without the encryption ke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could make prompt treatment 

possible in encrypting mass data since the encryption speed is improved by approximately 273% or so compared to LEA which is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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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용량 암호화 데이터 서비스를 하여 기존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암호화에 많은 시간 소요의 

문제 이 두된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일반 으로 부분 암호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부분 암호화 방법은 암호화되지 

않은 잔존 역으로 인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다는 단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해 암호화 속도

를 높이면서 보안을 수하는 부분 암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헤더 생성, 부분 암호화, 블록 셔 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1단

계 헤더 생성 과정에서는 알고리즘에 필요한 헤더 데이터를 생성하고 2단계 부분 암호화 과정에서는 LEA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일부분을 암호화하고 암호화하지 않은 부분의 데이터와 암호화 과정 에 생성된 블록을 XOR하여 모든 

데이터를 변형시키며, 3단계 블록 셔  과정에서는 헤더에 장한 셔  데이터를 이용하여 블록을 섞어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꾸어 암호화를 수행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용하여 구 한 결과 암호화한 데이터는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모두 바

어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었고, 암호 키 없이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블록 경량 암호화 알고리즘인 LEA에 비해 

암호화 속도가 약 273% 정도 향상되어 용량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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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무선 인터넷 기술이 발 하고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IT 디바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주로 desktop을 이용하여 

https://doi.org/10.3745/KTCCS.2017.6.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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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노트

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IoT 

기술이 발 함에 따라 TV, 냉장고, 도어락 등에서도 인터넷

을 이용하고 있다[1]. 이처럼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인터넷망

에 연결되어 편리한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유지  

리하기 해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 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여 보

하거나 필요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다운로드를 하는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된 일을 스마트폰, 태블

릿, 노트북 등 원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다운로

드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게 자료 공유에 한 편리성을 제공한다. 한 클라우드 서

버에 데이터를 장함으로서 디바이스의 부족한 내부 장 

공간을 보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정보를 다

른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리성을 제공해 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 3자가 운 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보안에 한 우려가 

두된다. 한 클라우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통신 과정

에서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 환

경에서의 안 한 데이터 리를 해 암호화 기술의 필요성

이 두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 데이터 암호화는 

서비스의 속도 지연에 결정 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보안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암호화 단계 때문에 서비

스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사용자는 매우 불편함을 느낄 것이

다. 최근 가장 리 쓰이는 칭키 기반의 블록 암호화 알

고리즘으로 AES가 있다. 하지만 용량 데이터를 AES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게 되면 처리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

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암호화

시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경량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

된다. 그러나 경량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고용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자는 여 히 서비스 지연의 불편함

을 느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빠른 암호화가 가능한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경량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인 

LEA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일부분을 암호화한 뒤 암호화과

정에서 연산된 데이터와 암호화하지 않은 부분을 XOR연산

한 뒤 블록을 섞는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송 효율성

과 보안성을 강구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타당성 입증을 

해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구 한 뒤 기존 블록 암호화 알

고리즘과의 속도 비교  클라우드 데이터 업로드 속도를 

측정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2. 련 연구

2.1 클라우드 장소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고자 클라우드 장소의 

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하나의 데이터에 포인터를 이용하

여 데이터 소유자들이 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복 제거 기

술을 용하고 있다[2]. 그 기 때문에 클라우드 장소를 사

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은 일반 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

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일 으로 암호화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데이터 보안 문제 은 사용자의 로그

인 정보 탈취로 인한 원본 데이터 유출이다. 만약 공격자에 

의해 사용자의 클라우드 장소에 근할 수 있는 ID와 

Password가 노출된다면, 공격자는 클라우드 장소에 장

된 사용자의 암호화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에 근할 수 있

다. 재 클라우드 장소의 로그인 보안은 주로 Https통신

을 이용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Https통신은 간자 공격인 

SSL Strip공격에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3]. Fig. 1은 내부 

네트워크에서 SSL Strip 공격에 의해 구  로그인 패킷이 

노출되어 ID와 Password가 노출된 내용이다. 한 클라우

드 계정의 비 번호 복구 방법은 부분 휴 폰 는 이메

일을 통해 인증번호를 송하여 복구하지만, 생년월일과 이

름만으로 비 번호를 기화할 수 있는 보안이 취약한 경우

도 있었다[4]. 한 계정보안 외에도 클라우드 장소의 취

약 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데이터가 노출 될 험이 있으며, 

실제로 클라우드 보안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하 다[5]. 이와 같이 로그인 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 사

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 클라우드 장소의 암호화 

기능과 더불어 클라우드 업로드 이 에 클라이언트에서의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 제기된다. 

Fig. 1. The Account Information of Google Exposed 

by SSL Strip Attack 

2.2 부분 암호화

E.S.Jeong 은 력을 요구하는 모바일 장치에서 실시간 

스트리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용이 가

능한 부분 암호화 방법을 제안하 다[6]. 이는 주기 으로 

상 임의 일부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정보를 헤더에 

장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상 코덱이 압축을 해제할 

때  임의 향을 받기 때문에 한 임만 암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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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이후의 임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Fig.2

는 제안하는 방법을 스마트폰 환경에 용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암호화한 결과이다. 이 방법은 체 콘텐츠의 약 

2.5%만을 암호화하여 체 암호화 방식에 비해 오버 헤드를 

최  94.5%까지 감소시켰다.

Fig. 2. The Result of E.S.Jeong’s Method [6]

H.Sissaoui는 AES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분 암호화 기법과 

GCP(Graph Coloring Problem)을 결합하여 의료 상을 부분 

암호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7]. GCP를 이용하여 암호화

하기 최 화된 픽셀을 찾아 암호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이를 이용하여 의료 상 데이터를 암호화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이는 데이터의 약 20%정도를 암호화하여 PSNR(peak 

signal to the ratio)를 상승시켜 상이미지를 자세히 알아볼 

수 없도록 하 다.

Fig. 3. The Result of A.Sussaoui’s Method [7]

H.Kim은 보안 USB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안 하게 보

하고 빠른 데이터 액세스를 한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8]. 제안하는 방법은 암호화하고자 하는 데이터

를 일정한 크기로 나  뒤 블록을 랜덤하게 섞고 데이터의 

일부분을 암호화한 뒤 한 번 더 데이터를 랜덤하게 섞는 방

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 다.

K.Kim은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부분 암호화 방법을 제

안하 다[9]. 이는 암호화된 부분과 암호화되지 않는 부분을 

메타데이터에 장하여 구분하며, Initial Key와 Hash 함수

를 이용하여 암호화 시 블록마다 각각 다른 키를 생성하여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 결과 암호화 블록에 각

각 다른 키를 이용한 암호화로 부분 암호화의 보안성을 높

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제안되었던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들은 암

호화되지 않는 부분에 한 보안이 부족하다. 특히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암호화되지 않는 부분을 통해 암호화되어있

는 블록을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동 상이나 이

미지데이터의 경우 기존 방법을 사용하 을 때 데이터를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암호화 되지만 E.SJeong나 A.Sissaoui 

이 제안한 부분 암호화 방법은 상의 형태가 보이기 때문

에 이미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와 같

이 보안이 취약한 경우 클라우드 장소에 데이터 업로드 

시 공격자에 의해 데이터가 탈취는 경우 요한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2.3 LEA

LEA(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는 빅데이터, 클

라우드 등 고속 환경  IoT 디바이스와 같은 경량 환경에

서 기 성을 제공하기 해 2013년도에 개발된 블록 알고리

즘으로 2015년 국내 TTA 표 으로 제정되었다[10]. 알고리

즘을 경량화하기 해 S-Box를 이용하지 않고 기본 산술 

연산인 Addition, Rotation, XOR 연산만을 이용하여 알고리

즘을 구 하 다. LEA는 평문 128bit의 데이터를 암호화하

는 알고리즘으로 키의 길이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라운드 

반복수가 결정된다. 

Size of 

block

Symmetric 

key length

One round 

key length

Number of 

rounds

LEA-128 128 bit 128 bit 192bit 24

LEA-192 128 bit 192 bit 192bit 28

LEA-256 128 bit 256 bit 192bit 32

Table 1. Specification of LEA

LEA에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라운드의 암호화에 사용되는 라운드키

 ⦁ ⊕ : XOR (eXclusive-OR) 연산

 ⦁ ⊞ : 32비트 덧셈 연산 (

)

 ⦁ 

 : 왼쪽으로 비트 Rotation 연산

 ⦁ 

 : 오른쪽으로 비트 Rotation 연산

LEA의 키스 쥴링에서는 칭키를 이용하여 192비트의 라

운드키를 반복할 라운드만큼 생성한다. LEA-128의 경우 192

비트의 라운드키 24개를 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라운드키를 이

용하여 라운드함수를 24회 반복하여 암호화를 진행하며, 라운

드 함수는 Fig. 4와 같다. 이때 라운드에 사용되는 라운드키 




는 32비트씩 나 어 각각 


⋯


로 사

용된다. 

LEA는 다른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에 비해 연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 이 있다. AES는 높은 안정성을 얻어 세

계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11], IoT 환경과 같이 

력을 요구하는 소형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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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ncryption Round Function of LEA 

가 발생한다. HIGHT는 력을 요구하는 디바이스를 상

으로 만든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AES에 비해 가볍게 

설계되었다[12]. 하지만 HIGHT의 암호화 블록의 크기는 

64bit로 최근 개발되어지는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에 비해 작

은 크기이다. 이후에 IoT 디바이스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의 환경에 용을 해 개발된 LEA는 128bit의 블록 크기

를 가지며 암호화 속도가 매우 우수하며 키의 길이를 늘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래의 Fig. 5는 소형 

PC보드인 라즈베리 이2에서의 암호화 알고리즘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로 AES에 비해 HIGHT와 LEA의 처리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Fig. 5. Encryption Algorithm Performance Evaluation on 

Raspberry pi2 (log scale)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안 하고 효율 인 데

이터 송을 한 PLEA(Partial encryption based on LEA) 

방법을 제안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용량의 데이터를 암

호화하기 해서는 빠른 연산이 요구되므로 경량 암호화 알

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처리속도가 가장 뛰

어난 LEA가 가장 합할 것으로 단하여 LEA를 이용한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는 아래 Table 2와 같다. 

Term Description

header

Located foremost of partial encrypted data, 

which includes the length of plain text, the 

partial encryption modular unit and shuffle 

data

partial plain 

block n

Block n when the plain text is divided by 

the size of k×16, that of the partial 

encrypted block

plain block n
Block n when the partial plain block is 

divided by 16byte

enc block n Result of partial encryption of plain block n

partial enc 

block n

Result of partial encryption of partial plain 

block n

k

Determining encryption cycle in partial 

encryption process at the partial encryption 

modular unit (1~24)

enc (i) Result of encryption of Round i of LEA

dec (i) Result of decryption of Round i of LEA

hash data
Used to transform the unprotected data in 

partial encryption process

shuffle data
Index data to shuffle enc block in block 

shuffle process

Table 2. Descriptions of Terms

제안하는 방법은 헤더 생성, 데이터 부분 암호화, 블록 셔

 과정으로 구성하며 체 인 흐름은 Fig. 6과 같다. 헤더 

생성 과정에서는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와 평문 데이터

의 길이와 데이터 셔 에 필요한 난수를 생성하여 헤더 데

이터에 장한다. 데이터 부분 암호화 과정에서는 블록 암

호화 알고리즘인 LEA를 이용하여 부분 암호화를 수행한다. 

PLEA의 부분 암호화는 modular 단 로 블록을 선택해 암

호화를 수행한다. modular 단 는 부분 암호화 과정에서 암

호화의 주기를 결정하는 단 로 modular 단 의 첫 블록을 

암호화하고 이후의 블록은 데이터 변형 과정을 수행한다. 

즉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가 10일 경우는 16byte씩 분할

된 10개의 블록에서 첫 번째 블록을 LEA로 암호화를 수행

하고, 나머지 9개의 블록은 XOR연산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변형시킨다. 이때 XOR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LEA 라

운드 함수 결과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LEA는 라운드 함수

를 24회 반복하여 암호화하므로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의 값은 1~24 사이의 값으로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블록 셔

 과정에서는 헤더에서 생성된 난수를 이용하여 블록을 섞

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체 암호문은 header와 부분 

암호화된 데이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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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3.1 헤더 생성

헤더는 암호화 데이터의 가장 앞에 장되는 데이터이다. 

헤더에는 암호화 데이터의 길이와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와 블록 셔 과정에서 블록을 섞기 한 난수가 장된

다. 이때 평문 데이터의 길이를 헤더에 추가하는 이유는 암

호화시 패딩으로 데이터의 길이가 변하기 때문이다. 헤더를 

암호문에 포함하는 이유는 부분 암호화 데이터를 복호화할 

때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와 shuffle data가 필요하기 때

문이며, 이는 데이터 복호화에 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체를 암호화하여 장한다.

Fig. 7은 헤더 생성 과정을 의사코드로 나타낸 것이다. 의

사코드의 입력 라미터로 평문 데이터의 길이(len)와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k)를 입력받고, 결과로 헤더 데이터를 

반환한다. 의사 코드 안의 함수  shuffle함수는 배열의 값

을 섞는 함수이며, enc함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함수이

다. 의사코드에서 는 헤더 데이터를 장하는 배열

을 나타낸다. ①은 헤더 데이터의 가장 앞의 5바이트에 평

문 데이터의 길이와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를 장하는 

의사코드이다. ②는 부분 암호화의 블록 수를 계산하는 의

사코드이다. 제안하는 PLEA의 암호화 블록의 크기는 k*16

으로 계산한다. ③은 shuffle data를 헤더 데이터에 장하는 

과정이다. 0부터 k-1까지 장된 배열을 섞은 뒤 헤더 데이

터에 장한다. ④는 헤더 데이터의 정보를 알아보지 못하

도록 암호화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헤더의 구성은 Fig. 8과 같다. 가장 앞에는 헤더의 길이가 

장되며, 헤더의 길이는 4byte로 정하 다. 이후에는 암호

화된 헤더 데이터가 치하며, 헤더데이터를 복호화하 을 

때 평문데이터의 길이와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와 블록 

셔  과정에 사용되는 shuffle data가 나타난다.

Fig. 7. Header Data Generation Process 

Fig. 8. Header Structure of Proposed Method

3.2 데이터 부분 암호화

데이터 부분 암호화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일부분만 암호

화하는 부분 암호화를 수행한다. 기존 방법들의 경우는 암

호화하지 않은 블록이 평문으로 남아있어 데이터의 일부분

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의 유추가능성

이 존재하 다. 이러한 문제 을 보안하기 해 본 논문에

서는 LEA를 이용하여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인 k개의 

블록  하나의 블록을 암호화하고, 각 라운드 당 암호화 

결과 데이터와 암호화하지 않은 블록을 XOR 연산을 하여 

암호화된 데이터의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변형시킨

다. Fig. 9는 LEA를 이용하여 평문 한 블록을 암호화  복

호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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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Flow Chart of Encryption and Decryption by LEA

Fig. 9의 암·복호화 과정에서 복호화과정은 암호화의 역

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운드의 암호화 

결과를 라 하고 라운드의 복호화 결과를 라

고 했을 때 각 라운드 함수의 결과는   , 

  , ⋯,    와 같다. 본 논

문에서는 각 라운드 결과인 enc(i)와 hash data를 XOR 한 

뒤 암호화하지 않은 데이터와 XOR하여 암호화하지 않은 데

이터를 변형시킨다. Hash data는 Fig. 10과 같이 생성된 라

운드키의 Hash값이며, 각 라운드 결과 값을 변형하기 해 

사용한다. 한 XOR 연산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암호화 연

산 에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XOR 연산에 필요한 데

이터를 생성하기 한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시간

을 단축시킬 수 있다.

Fig. 10. The Process of Hash Data Generation

Fig. 11은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를 10으로 하 을 때 

부분 암호화 과정을 나타낸다. 먼  부분 암호화하고자 하

는 데이터를 16byte씩 10개의 블록으로 나 고 이를 각각 

plain block1, ..., plain block10 으로 한다. 이후 plain block1

을 LEA를 이용해 암호화하며, 이때 라운드 진행 간에 연

산되는 블록 데이터와 hash data를 XOR한 뒤 나머지 plain 

block들을 XOR 하여 데이터를 변형시키게 된다. XOR 연산

은 Fig. 11과 같이 plain block2 ⊕ hash data ⊕ round 

block7, ⋯, plain block10 ⊕ hash data ⊕ round block15를 

수행하게 된다.

Fig. 11. Partial Encryption and XOR Calculation

3.3 블록 셔

데이터 부분 암호화가 진행되면 첫 번째 블록은 LEA로 

암호화되며, 나머지 블록은 XOR 연산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변형시킨다. 이때 XOR연산을 수행한 블록의 데이터는 해당 

치의 데이터를 유추하여 데이터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록 셔  과정을 수행한다. 블록 셔 은 헤더에서 

생성한 0부터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인 k까지  값이 무

작 로 장된 shuffle data를 이용하여 블록을 섞는다. Fig. 

12는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가 10이고 shuffle data가 

[4,6,5,9,2,0,3,8,7,1]일 때 블록을 섞는 과정과 블록을 복원하

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주의할 은 shuffle 

data 배열이 0부터 시작한다는 이다. 배열의 첫 번째 값이 

4이기 때문에 블록을 섞을 때는 첫 번째 블록을 다섯 번째

로 치시킨다. 나머지 블록도 마찬가지로 무작  배열의 

값을 이용하여 블록을 섞게 된다. 섞은 블록을 복원할 때에

는 배열의 첫 번째 값이 4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블록을 가

장 첫 번째로 치시키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블록

도 마찬가지로 무작의 배열의 값을 이용하여 모든 블록을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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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lock Shuffle and Unshuffle Process Using Shuffle 

Data

4. 성능 평가

4.1 알고리즘 구

제안하는 방법인 PLEA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안드

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구  드라이 에 데이

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시에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여 

데이터 암복호화를 수행하 다. 제안하는 PLEA 방법과 블

록 암호화 알고리즘별 속도 비교를 해 AES, HIGHT, 

LEA 알고리즘을 추가로 구 하 다. AES는 [11]을 참고하

여 구 하 고, HIGHT와 LEA는 KISA에서 제공하는 오

소스를 이용하여 구 하 다[14]. 안드로이드에서의 속도 향

상을 해 C로 작성한 코드를 Android NDK를 통해 컴 일

하여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를 증가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디바이스의 정보는 아래 Table 3과 같다. 데이터 업로드를 

한 클라우드 장소는 구  드라이 를 사용하 으며, 구

 드라이 에 데이터 업로드를 해 Android Google 

Drive API를 사용하 다.

OS Android 5.1 (Lollipop)

CPU Intel Atom Cherry Trail Z8300

RAM 4GB 

Table 3. Specification of Android Device

Fig. 13은 10MB의 데이터를 PLEA의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를 0부터 23까지 변경하여 암호화  복호화한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가 커질수록 암

복호화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가 낮을 때는 속도가 격히 감소하지만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가 커질수록 암복호화 속도의 감소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의 PLEA를 이용한 

실험은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를 10으로 하 다. 

Fig. 13. The Encryption and Decryption Speed of PLEA

제안하는 방법인 PLEA를 통한 데이터 암호화  복호화

의 수행 결과는 Fig. 14와 같다. 평문 데이터는 부 0으로 

채워진 데이터이며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는 10이고 크

기는 160byte이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암호화를 진행하 을 

때 180byte의 암호문이 생성된다. 이때 첫 4byte는 헤더의 

길이가 되고 이후의 16byte는 암호화된 헤더이며, 이후의 

160byte는 암호화 데이터이다. 한 제안하는 방법으로 암호

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한 결과 평문과 동일한 데이터로 복원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 The Encryption and Decryption Result by 

Proposed PLEA Method

4.2 처리 속도 평가

기존의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방법(PLEA)과

의 비교를 해 각 알고리즘별로 암호화 속도를 측정하 다. 

Table 4와 Table 5는 데이터의 길이를 10MB부터 100MB까

지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한 속도의 결과이며, Table 6은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당 암·복호화 데이터 처리량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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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실험에 사용한 PLEA의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는 10으로 하여 암호화  복호화 속도를 측정하 다. 제안

하는 PLEA 방법은 AES 뿐만 아니라 HIGHT, LEA에 비해

서도 암·복호화 속도가 월등히 빨랐다. Table 5의 당 암·

복호화 속도를 확인해보면 제안하는 방법의 당 암호화  

처리 능력은 154.92MB/Sec으로 LEA 알고리즘에 비해 암호

화 속도가 약 274% 향상된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평

균 2~3MB의 이미지 일을 암호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0.02 로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이며, 1GB의 

용량 미디어 일을 암호화하는데 약 6.6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는 속도이다.

Data Size 
(MB)

Method (sec)

AES HIGHT LEA
PLEA
(proposed 
method)

10 2.36 0.63 0.18 0.07

20 4.72 1.24 0.33 0.13

30 6.95 1.88 0.52 0.20

40 9.27 2.49 0.74 0.29

50 11.57 3.09 0.88 0.32

60 14.03 3.75 1.04 0.38

70 16.21 4.35 1.24 0.46

80 18.67 5.00 1.41 0.51

90 20.85 5.59 1.62 0.59

100 23.31 6.25 1.78 0.68

Table 4. Encryption Speed of Encryption

Data Size 
(MB)

Method (sec)

AES HIGHT LEA
PLEA
(proposed 
method)

10 2.01 0.74 0.22 0.06

20 4.09 1.43 0.43 0.13

30 6.11 2.15 0.63 0.19

40 8.23 2.88 0.90 0.27

50 10.01 3.58 1.08 0.33

60 12.02 4.32 1.28 0.39

70 14.05 5.03 1.53 0.48

80 16.23 5.75 1.73 0.53

90 18.13 6.47 1.98 0.61

100 20.01 7.21 2.19 0.67

Table 5. Decryption Speed of Encryption

AES HIGHT LEA

PLEA

(proposed 

method)

Encryption 4.29 16.04 56.46 154.92

Decryption 4.95 13.9 45.94 150.27

Table 6. Specification of LEA (MB/Sec)

Table 7은 구  드라이  어 리 이션과 제안하는 방법

인 PLEA를 용하여 구  드라이  API를 이용해 제작한 

테스트 어 리 이션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PLEA의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는 10으로 하 으며, 실험에 사용

된 데이터는 각각 1.2MB, 5.7MB의 이미지 데이터 2개와 

8.9MB의 음악 데이터, 35.1MB의 동 상 데이터를 사용하

다. 사진 데이터의 경우 평문으로 송하는 구  드라이  

어 리 이션과 테스트 어 리 이션의 속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35.1MB의 동 상의 경우 테스트 어 리

이션이 구  드라이  어 리 이션에 비해 약 1~1.5  정

도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 고, 이는 매우 은 시간

이므로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여 클라우드 장소에 데이

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경우 지연시간 문제는 미미

함을 알 수 있다.

Upload Download

Google 

App
Test App

Google 

App
Test App

Image 1 

(1.2MB)
3.3 sec 3.4 sec 3 sec 2.4 sec

Image 2 

(5.7MB)
10.7 sec 11.8 sec 7.2 sec 7.5 sec

Music

(8.9MB)
16.2 sec 17 sec 9.2 sec 10.2 sec

Movie

(35.1MB)
57.1 sec 59.2 sec 16.5 sec 14.9 sec

Table 7. Uploading Speed to Google Drive

4.3 안정성 평가

제안하는 PLEA방법은 암호화 속도 향상을 해 데이터

의 일부분을 암호화하는 부분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 고, 

암호화하지 않은 부분을 XOR 연산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변

형한 뒤 무작 로 블록을 섞었으며, 셔  인덱스 정보는 암

호화하여 알 수 없도록 하 다. 이 게 암호화된 데이터는 

복호화하지 않고서는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제안하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칭키를 알지 못한다면 

부분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다. PLEA로 

암호화되어있는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해서는 가장 먼  

헤더를 복호화하여야 한다. 헤더 데이터에는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와 shuffle data가 장되어 있다. 만약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를 모른다면 부분 암호화 블록의 크기

를 알 수 없다.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를 유추하 다 하

더라도 데이터는 shuffle data로 섞여있기 때문에 헤더 데이

터의 복호화 없이는 shuffle data를 알 수 없으며, 부분 암호

화 modular 단 가 k인 경우 shuffle data의 모든 경우의 수

는 k!으로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가 클수록 경우의 수가 

더 커진다. 만약 셔 된 데이터를 복원하더라도 칭키를 

모르기 때문에 hash data와 round block을 알 수 없다. 

한 공격자가 평문의 일부를 알고 있을 때 공격자는 키

를 유추하기 힘들다. 우선 공격자는 평문에 응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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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블록을 찾은 뒤 이 부분 암호화 블록이 shuffle data 

로 섞인 것을 복원하여야 하며, 이 때 경우의 수는 k!이다. 

만약 셔 된 데이터를 복원하 을 때 round block을 계산할 

수 있다면 칭키를 유추하기 매우 쉬워진다. 하지만 round 

block을 계산하려면 enc block와 plain block뿐만 아니라 

hash data를 알고 있어야 한다. Hash data는 칭키로 만들

어진 Round Key의 해시 데이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칭키

를 모른다면 hash data를 계산할 수 없다. Hash dat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입하려고 할 때 경우의 수는 이다. 

따라서 평문의 일부와 암호문을 알고 있더라도 shuffle data

와 hash data를 알지 못한다면 칭키를 유추하기 힘들다.

Number of cases

symmetric key 

shuffle data 

round block data 

Hash data 

one block encrypted partially ×  ×

Table 8. Number of Case in Assignment by Complete 

Enumeration for Decryption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

되지 않는 부분에 데이터를 변형시킴으로써 기존에 제안한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보다 보안이 향상되었다. 기존의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의 결과인 Fig. 2와 Fig. 3은 암호화되지 않

은 부분으로 인해 상의 략 인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15는 제안하는 방법인 PLEA를 이용하여 

E.S.Jeong과 H.Sissaoui이 실험한 동일한 상을 암호화한 

결과이다. PLEA는 암호화하지 않은 부분의 데이터를 부 

변형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The original image of Fig. 2 (A) (B) The encrypted image for (A)

(C) The original image of Fig. 3 (A) (B) The encrypted image for (C)

Fig. 15. The Result of Proposed Method PLEA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안  암호

화 효율 향상을 해 LEA기반의 부분 암호화 기술인 

PLEA를 제안하 다.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하 을 

때 공격자의 공격에 의해 데이터가 노출될 험이 있으며, 

클라우드 서버의 운 은 제 3자에 의해 운 되기 때문에 안

한 데이터 보 에 한 안심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바

일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하는 경우 디바

이스의 오버헤드가 증가하여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단 이 

있으며, 기존에 제안된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하지 

않은 부분에 한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 이 존재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데이터의 일부분을 암호화한 뒤 암호화하

지 않은 부분의 데이터를 변형시키고 블록을 무작 로 섞어 

데이터를 보호하 다. 그 결과 제안한 PLEA의 부분 암호화 

modular 단 를 10으로 하 을 때 기존 LEA에 비해 처리

속도를 274% 향상시켰으며, 암호화되지 않은 부분의 데이터

를 변형시킴으로써 기존에 제안된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의 

단 을 보완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

바일 디바이스의 부하를 이고 안 한 키 교환  리가 

가능한 방법에 하여 연구할 정이다.

References

[1] H. Lee, “Smart home based internet of thing,”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Vol. 32, 

No.4, pp.44-49, 2015.

[2] Kyungsu Park, Jieun Eom, Jeongsu Park, and Donghoon Lee, 

“Secure and Efficient Client-side Deduplication for Cloud 

Storag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tology, Vol.25, No.1, pp.83-94, 2015.

[3] SeongMin Cho and Hoon Lee,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Abatement Attack to the Security Serve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20, No.1, pp.94-102, 2016.

[4] Jaehoon Kim and Hojin Seo, “Vulnerability Analysis of 

Authentication in Encryption Key Backup Using Personal 

Cloud Storage : Focus on Case Stud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5, No.5, pp.121-129, 

2016.

[5] H. Kwon, D. Jeong, B. Jeong, and J. Kim, “Cloud security 

overview,”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Vol.32, No.10, pp.71-76, 2015.

[6] E. S. Jeong, B. H. Kim, and D. H. Lee, “A generic partial 

encryption scheme for low-power mobile devices,”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Vol.72, pp.2087-2106, 2014.

[7] A. Moumen, M. Bouye, and H. Sissaoui, “New secure partial 

encryption method for medical images,” Nonlinear Dynamics, 

Vol.82, pp.1475-1482, 2015.



406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통신 시스템 제6권 제9호(2017. 9)

[8] H. Kim and S. Hwang, “A Study on Application of Efficient 

Partial Encryption Technique on USB Memory,”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Fall Conference, pp.632- 

635, 2009.

[9] K. Kim and S. Nam, “Partial encryption algorithm based on 

block cipher algorithm,” Proceedings of the 33th KSII Spring 

Conference, pp.119-120, 2016.

[10] D. Hong, J. K. Lee, D. C. Kim, D. Kwon, K. H. Ryu, and 

D. G. Lee, “LEA : A 128-Bit Block Cipher for Fast Encryption 

on Common Processors,” WISA 2013: Information Security 

Applications, pp.3-27, 2014.

[11] J. Deamen and V. Rijmen,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Publication, 197, 2001. 

[12] D. Hong, J. Sung, S. Hong, J. Lim, S. Lee, B. S. Koo, C. 

Lee, D. Chang, J. Lee, K. Jeong, H. Kim, J. Kim, and S. Chee, 

“HIGHT : A New Block Cipher Suitable for Low-Resource 

Device,” Cryptographic Hardware and Embedded Systems, 

pp.49-59, 2006.

[13] S. Moon, M. Kim, and T. Kwon, “Lightweight cryptographic 

technology trends for IoT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Vol.33, No.3, pp.80-86, 2016.

[14] KISA [Internet], https://seed.kisa.or.kr/.

조 성 환

e-mail : chak1212@naver.com

2015년 가천 학교 인터랙티 미디어학과 

(학사)

2016년～   재 가천 학교 IT융합공학과 

석사과정

심분야 :암호화 알고리즘, 데이터 보안, 

IoT

한 기 태

e-mail : gthan@gachon.ac.kr

1982년 충남 학교 계산통계학과(학사)

1990년 한양 학교 자계산학과

(공학석사)

2001년 한양 학교 컴퓨터비 (공학박사)

2009년～2010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Researching Professor

2010년～   재 가천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분야 :컴퓨터비 , 상처리, 스마트객체 응용기술, 모바일 

컨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