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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개인 라이버시 보호에 한 요성이 제기되면서, 보안에 한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산업규격 KS 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ARIA의 핵심논리를 유지하면서, 동종 경쟁

알고리즘(AES, Camellia 등)과의 차별성으로 강조되어온 16 x 16 이진 행렬을 이용한 확산 계층을 (4 

x 4) x 4의 이진 행렬 형태로 수정한 개선 ARIA를 구 하 다. 개선 설계된 ARIA를 검증하기 해, 

일 암․복호화 시스템을 용하 고, 보안 상 시스템을 개발하 다. 기존의 ARIA의 장 을 유지

하기 때문에, 경량 환경이나 많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에 필요한 응용에 더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1. 서론

   최근 사회 반의 인터넷사용의 보편화와 스마트폰의 

보 으로 인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온 산업 핵심기술 

리와 개인 라이버시 보호에 한 요성이 다시 두되

고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정보 통신 서비스의 

다변화  자 정부 구  등으로 인한 국가기 과 민간

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소통자료로 

ARIA 알고리즘을 이미 2004년 제안하여, 민간에서도 

ARIA 알고리즘을 용한 응용 환경 용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다. 하지만, 2000년 128비트 미국 

표  블록 암호 알고리즘으로 ARIA의 동  경쟁 기술인 

AES은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설계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 운용 환경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제시하

고, 그에 맞게 개선․ 용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반

해, ARIA 알고리즘의 경우 실용화 연구가 아직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응용 환경의 실용화 연구와 최

의 구조를 찾는 알고리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이다.

  본 논문은 국가보안연구소에서 제안한 ARIA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한 분석을 통해 개선 을 도출하여, 암․복

호화 처리속도  사용되는 로그램에 한 메모리 효율

성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련

사항 연구로, ARIA 알고리즘의 소개와, 용하여 구 되

어지는 어 리 이션의 개발환경을 소개 한다. 3장에서는 

ARIA 알고리즘에 한 개선  제안과 일 암․복호화 

시스템을 이용한 성능결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개선 설

계된 ARIA 알고리즘을 용한 보안 상 시스템을 구

을 소개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를 토 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ARIA 블록 암호 알고리즘[1]

   ARIA 알고리즘은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하는 라운드 

함수와 키 스 러로 구성되어 있다. ARIA 라운드 함수

의 기본 구조는 Involution SPN 구조이다. 입, 출력의 크

기는 128비트이고, 키의 크기는 128비트, 192비트 그리고 

256비트의 3종류 키를 사용해 암․복호화를 하며, 키의 크

기에 따라 가변라운드(12, 14, 16)가 용된다. 

  내부 함수는 세단계로 라운드 키 삽입, 치환계층, 확산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그림 1)와 같이 치환계층

은 8비트 입/출력을 가지는 S-box S₁과 S₂와 각각의 

그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환계층은 테이블 참조로 구

하는 것이 일반 이고, 최 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ARIA의 S-box 계층

체 구조가 합 형태를 갖추기 해서, 치환계층의 

(유형1)은 홀수, (유형2)는 짝수라운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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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계층(Diffusion layer)은 ARIA 알고리즘을 다른 동

종 블록암호 알고리즘(AES, Camellia 등)과 구별 짓는 주

요부분으로 간단한 16x16 합이진행렬을 사용한다. 확산

함수의 사용은 16바이트의 입력에 해서, 바이트 단 의 

행렬 곱을 수행한 결과의 16바이트를 출력 값으로 한다. 

아래 (그림 2)는 확산계층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2) ARIA의 16x16 확산 계층

라운드 키 삽입 단계부분은 키 스 에서 생성된 라운

드 키와 라운드 함수 입력간의 XOR연산으로 이루어져 있

다. 키 스 은 (그림 3)과 같이 암호화와 사용되는 라운

드 함수를 응용한 3 라운드 256비트 Feistel 구조를 이용

하여, 4개의 마스터 키(MK)로 128비트 기 값 4개를 생

성한다. 생성된 기 마스터 키(MK)를 이용하여, 라운드 

키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3) ARIA의 키 기화 과정 

각 암호화 라운드 키는 에서 생성된 마스터 키(MK)

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다.

(그림 4) ARIA 라운드 키 생성식 

복호화 라운드 키는 암호화 라운드 키와 다르며, 암호

화 라운드 키로부터 유도된다. 암호화 라운드 키의 순서를 

바꾸고, 첫 번째와 마지막 라운드 키를 제외한 암호화키에 

한 확산함수와의 결과가 복호화 라운드의 키가 된다.

  이 게 생성된 각 라운드의 키에 한 암․복호화 과

정은 (그림 5)와 같이 최종 으로 진행된다[2].

(그림 5) ARIA의 암․복호화 과정

ARIA 알고리즘은 차분 공격과 선형 공격과 같은 공격 

방법 등에 비교  안 하다. 2003년 벨기에 루벤 학에서

의 성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SEED나 일본의 암호화 알고

리즘인 Camellia 보다 데이터 처리속도 등 성능 면에서 2

배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3].

 2.2 개발환경

   본 논문에서 제시되어질 ARIA 알고리즘의 구 과 

일 암․복호화 시스템, 보안 상 시스템은  Java SE 

1.6.0_18을 이용하여 구 하 으며, 보안 상 시스템은 

JMF와 My SQL 5.1을 추가 으로 이용하여 구 하 다.

  JMF(Java Media Framework)는 다양한 환경의 랫폼

에서 구동 가능한 멀티미디어 애 리 이션을 개발하려는 

목  하에 개발되어진 툴로, Time-Based Media의 송과 

Processing, 획득을 한 메시지 로토콜과 규격화된 구

조를 가진다. JMF는 부분의 표  미디어 타입을 지원

하고, 객체에 한 클래스화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 송 로그램에 합하

다고 단되어, 채택하게 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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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된 ARIA 구조와 성능 평가

 3.1 제안된 ARIA

   ARIA 알고리즘의 16 x 16 이진행렬을 이용한 확산계

층(그림 2 참조)은 ARIA를 다른 동종 블록 암호 알고리

즘 (AES,  Camellia 등)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암․복호화

를 실행하는 라운드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제외하고 사용

하는 ARIA의 핵심연산부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방향은 고정 으로 잡 져 있는 행렬의 크기를 이

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고정메모리 공간을 일 수 

있게 된다는 제안에서 시작된다. (그림 6)은 16 x 16 이진

행렬에서 행렬을 일 수 있는 연산의 규칙을 찾아 변경

한 것이다.

(그림 6) 변경한 16 x 16 확산 계층 

  (그림 2)의 확산계층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행(16바이

트)과 각 행에 맞는 출력 값의 치를 변경할 때에, 4행 

간격으로 규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4 x 4 행렬 A, B, C, D로 나타내보면, 

  (그림 6)의 변경된 16 x 16 이진행렬은 아래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7)의 4 x (4 x 4)행렬이면, 확산계층을 표

할 수 있게 되어, 고정 행렬의 크기를 일 수 있게 된

다.

(그림 7) 변경한 4 x (4 x 4) 확산 계층의 배열

 3.2 제안된 ARIA의 성능 평가

   본 장에서 제안된 ARIA에 한 암․복호화의 효율성

을 측정  평가하기 해서, 일에 한 암․복호화 시

스템을 만들어 사용하 다. 

  일 암․복호화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입력된 일을 16바이트 단 로 분리한다.

  (2) 분리된 데이터를 암호화를 실시한다.

  (3)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를 실시한다.

  (4) 복호화된 데이터를 묶어, 일로 출력한다.  

  일 암․복호화 시스템은 처리의 효율성을 해서, 버

퍼를 비하여, 처리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하며, 스

드를 사용하여 처리 할 수 있게 설계  구  되었으며, 

최종 인 측정은 Java의 System.currentTimeMillis()를 사

용하여 시작시간과 마침시간을 측정하 다. 알고리즘의 정

확성을 알기 해서, ARIA 알고리즘 테스트 벡터를 이용

하여, 별도로 검증하 다[5].

  테스트는 Intel Core2Duo P8700(2.53GHz)에서 진행하

다.

  <표 1>은 ARIA와 제안되어 개선된 ARIA의 일 암․

복호화 속도를 비교한 표로, 66.2KB JPEG의 경우 ARIA

는 718.4ms, 제안된 ARIA는 527.3ms의 속도를 보 다. 

다른 종류의 일의 암․복호화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제

안된 ARIA가 평균 30%정도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 일 암․복호화 속도 측정결과(측정 평균값)

일 종류
TYPE /

용량

암 ․ 복호화 
속도(ms)

비 고

ARIA
제안된

ARIA

400*267
Image

JPEG /
66.2KB 718.4 527.3 34%

1920*1200
Image

JPEG / 
1.06MB 10529.7 8209.4 28%

640*480
Video

WMV /
15.3MB 142729 110864.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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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va의 Runtime.getRuntime()을 이용하여, 재 사

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양을 측정한 결과를 <표 2>에서 

보여 다. 기존의 ARIA보다, 제안된 ARIA의 메모리 사용

량이 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측정결과가 오차 범  안에 

있으므로, ARIA와 비슷하거나 조  효율 인 것으로 

단된다.

<표 2> 일 암․복호화 메모리 사용량(측정 평균값)

메모리 사용량 (Byte)
비 고

ARIA 제안된 ARIA

203884760 202613568
1271192

1.21MB

  의 결과와 같이 제안된 ARIA는 기존의 ARIA보다 메

모리 효율  성능 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6].

4. 보안 상 시스템

   제안된 ARIA를 검증하기 해, 상 정보를 암호화하

여 인터넷 회선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보안 

상 시스템을 Java 용 멀티미디어 랫폼인 JMF를 사

용하여 개발하 다. 

  보안 상 시스템은 서로간의 상  음성뿐만 아니라, 

채 도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효과 인 상 송을 해

서, 두 컴퓨터의 통신은 UDP를 사용하 고, 송하는 패

킷의 구조는 RTP의 형식을 사용하 다. (그림 8)은 보안 

상 시스템의 간단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보안 상 시스템 구성도

  보안 상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A가 방을 만들고, Cam을 활성화 시킨다.

 (2) 사용자 B가 A가 만든 방에 들어오면 Cam을 활성화

시키며, A와 상  음성을 한 RTP 로토콜을 사용

한 연결을 시도한다.

 (3) 각 사용자의 상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한 임씩 

버퍼에 장되고, 암호화 되며 송된다.

 (4) 송된 데이터는 복호화 되어, 각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그림 9)는 640*480의 해상도를 갖는 상을 송하고 

있는 시연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제안된 ARIA모듈은 실

시간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것을 보여 다.

(그림 9) 보안 상 시스템 화면

5. 결론  고찰

   본 논문에서는 ARIA 알고리즘의 핵심논리를 유지하면

서, 동종 알고리즘과의 차이 으로 제시되고 있는 확산계

층을 16 x 16 이진행렬에서 4 x (4 x 4)의 이진행렬로의 

구조를 제안하 다. 제안된 ARIA 알고리즘은 일 암․

복호화 시스템에서의 성능측정에서 알고리즘 성능과 효율

성 측면에서 기존의 ARIA 알고리즘과 비슷하거나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환경의 검증을 한 보안 

상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도 당하다고 단된다.

  제안된 구조는 ARIA 알고리즘의 기본 특징을 유지하기 

때문에, ARIA가 가지고 있는 장 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는 ARIA에 한 지속 인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며, 메모

리가 비교  게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고속 데이터 처

리가 필요한 련 부분에서 ARIA를 이용한 응용 용이 

더 효과 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 된다. 

  앞으로 ARIA 알고리즘의 메모리 사용에 좀 더 최 화

된 알고리즘 구조 설계와 구 방법에 한 연구가 더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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