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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가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의 가용성  기 성을 보장하기 하여 다양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존 암호화 

방식은 용량 데이터 송 시 처리  송 속도가 하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하

여 일 특성을 고려한 효율 인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1. 서론

  최근 기업  이용자에게 축 되는 데이터의 용량이 증

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서비스 시장이 성장

하고 있다[1].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의 가용성  기

성을 보장하기 하여, 데이터 송 시 다양한 암호화 방

식을 용한다.

  그러나 일반 인 암호화 방식은 데이터 크기에 비례하

여 암·복호화 시간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용량 데이터 

송 시 처리  송 속도가 하되는 문제 이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분 블록 암호화  데이터 셔

링(Data Shuffling)을 기반으로 하여, 상 일 속성을 

고려한 효율 인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본 논문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 련연구로 LEA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부분 암호화, 데이

터 셔 링에 해 조사하 다. 3장에서는 일 특성 기반 

효율 인 부분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마지막

으로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하 다.

2. 련 연구

2.1 LEA

  LEA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속 환경  모바일기

기 등 경량 환경에서 기 성을 제공하기 해 국내에서 

개발된 표 인 128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이다[3].

  ARX(Addition, Rotation, Xor) 기반 GFN(Generalized 

Feistel Network) 구조이며, 다양한 SW 환경에서 국제 표

암호 AES 비 1.5배 ∼ 2배 성능을 보인다. 표 1은 범

용 CPU 별 소 트웨어 구  효율성 비교 결과이다[3].

CPU LEA-128 AES-128

Intel Core 2 Quad Q6600 9.29 12.2

AMD Phenom II X4 965 8.85 10.35

<표 1> 범용 CPU 별 소 트웨어 구  효율성 비교 결과

2.2 부분 암호화

  부분 암호화는 일을 일정한 크기로 나 어, 일부분만 

암호화하여 연산 과정을 축소시킨 기법이다. 이를 통해 처

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으로

부터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을 가진다[4].

2.3 데이터 셔 링

  데이터 셔 링은 데이터를 섞는 과정을 의미한다. 평문 

공격에 취약하여, 랜덤 셔 링 테이블을 지속 으로 변경

해 주어야 한다. 일반 으로 셔 링 기법의 보안 강도는 

셔 링 블록의 개수가 n일 때, n!의 값을 가지게 된다[2].

3. 제안 알고리즘 설계

3.1 일 특성 기반 효율 인 부분 블록 암호화 알고리

즘 개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일 송 시 다양한 암

호화 기법을 용하여 보안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기존 암호화 방식은 용량 데이터 송 시 처

리  송 속도가 하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부분 암호화를 용할 경우 암호

화되지 않은 평문으로부터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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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 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

문 노출로 인한 데이터 유추의 가능성이 높은 일은 

체 암호화하고, 데이터 유추 가능성이 낮은 일은 데이터 

셔 링  부분 블록 암호화를 통해 처리  송 속도를 

향상시켰다. 그림 1은 제안 알고리즘의 체 개요도이다.

(그림 1) 제안 알고리즘 체 개요도

  제안 알고리즘은 시스템이 데이터를 취득하고 부분 암

호화 용 시 충분한 보안성을 만족하는 일 형태인지 

확인한다.

  텍스트 일 등 평문 노출로 인해 보안성이 충족되지 

않는 일은 체 블록 암호화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송

하게 된다.

  상, 음원 등, 부분 암호화 용 시 충분한 보안성을 

만족하는 일 형식은 2회에 걸친 데이터 셔 링  부분 

블록 암호화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송한다.

3.2 부분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설계

  제안 알고리즘은 부분 암호화 용 시 충분한 보안성을 

만족하는 일 형식의 경우 부분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2는 부분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그림 2) 부분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부분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은 우선 으로 데이터를 일

정한 크기로 블록화 한다. 

  블록화 된 데이터에 난수 발생을 기반으로 한 셔 링을 

1회 수행한다. 이후 셔 링 된 데이터 블록에 경량 블록 

암호화 기법을 용하여 부분 암호화를 수행한다. 

  부분 암호화가 수행된 데이터 블록과 평문 블록을 분할

하고 2차 셔 링을 수행한 후 데이터를 송한다.

  수신 측에서는 송신의 역순으로 데이터를 복호화하며 

사용된 경량 블록 암호화 기법의 복호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일 형식을 고려한 부

분 암호화를 통해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친 데이터 셔 링은 빠른 속도로 처리되어 소요 시간에

는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 알고리즘은 기존 암호화 기법에 비해 처리 

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송 속도  보안성은 크게 향

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최근 기업  이용자에게 축 되는 데이터 용량이 증가

하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 송 단계에서의 

가용성  기 성을 보장하기 하여 다양한 암호화 방식

을 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암호화 방식은 용량 데이터 송 시 

처리  송 속도가 하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분 블록 암호화  데이터 셔

링을 기반으로 하여 상 일 속성을 고려한 효율 인 

부분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제안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일부만 암호화하여 처리 속

도를 개선하 으며, 2회에 걸친 데이터 셔 링을 통해 보

안성을 보장하 다.

  따라서 제안 알고리즘은 기존 암호화 방식 비, 처리 

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송 속도  보안성은 크게 향

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효율 인 데이터 셔 링 함수 개발  

체 블록 암호화 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수립하고, 구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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