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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를 조작하고 은닉하는 기술은 꾸 히 발 하고 있으며 그 가짓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기술

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맞서 조작된 정보를 알아채고 방  방어를 하는 보안 기술들이 함께 진

보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안 기술의 발 을 한 새로운 정보 은닉 기술의 필요성을 근거로 다양

한 데이터 표  방법을 보안 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디지털 이미지를 장하는 데 쓰이는 

BMP 일 포맷 구성이 RGB 3채 임을 이용하여 ASCII 코드값을 채 에 주입해 로그래 을 구

하는 기법에 해 연구하 다. 이 기법은 향후 여러 로그래  언어로 확장됨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정보보안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 하는 바이다.  

1.  서론

  컴퓨터 보안 기술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정보

를 은닉, 탈취하고, 이에 따라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탐지, 

방하는 것을 반복하며 발 되어왔다. 이러한 사이버 공

격과 방어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안 한 데이터 

송 방법과 난독화 기법을 연구함으로써 결과 으로 재

와 같은 보다 안 하고 지능 인 통신 환경을 개척하 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은닉 기술의 발 은  다른 보안 

기술의 발 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은닉 기술을 이해하기 해 데이

터 표  방법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BMP 포맷 이미지 일에 ASCII 코드를 주입하도록 한

다. 이를 해 실제 로그래  언어를 BMP 이미지에 주

입함으로써 정보보안에서의 BMP 이미지와 ASCII 코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 효과를 제시한다.

2. BMP 이미지와 ASCII 코드

  컴퓨터 그래픽에서의 주된 이미지 표  방식은 벡터

(Vector)와 비트맵(Bitmap) 일 포맷이다. BMP 이미지

를 이용한 쉘코드 은닉 기법이 표 인 련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의 SW 심 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6-0-00022)

  BMP 일 형식은 그래픽 장치와 같은 디스 이 장

치와 독립 으로 비트맵 디지털 이미지를 장하는 데 사

용되는 래스터 그래픽 이미지 일 형식이며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24Bit BMP 이미지는 RGB24의 2×2 픽셀

을 가진다. [1] 이때 픽셀을 구성하는 RGB 채  각각은 1

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므로 하나의 채 에서 256가지 색을 

표 할 수 있다.

그림 1. BMP 이미지 구조

  

  BMP 일 포맷의 구조(그림1)에서 픽셀 데이터 부분이 

RGB 채 임을 고려하여 BMP 이미지를 텍스트 도구로 

열 때 각 채 의 ASCII 코드를 읽어 픽셀에서 문자로 변

환 표시하도록 한다.

  ASCII 코드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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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ello.cpp 빌드 후 실행 결과

Information Interchange의 첫 자를 일컫는 말로 미국 국

제 표  회에 의해 개발되어 PC를 심으로 국제 으

로 사용되는 부호화 방식으로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용이

한 8비트 데이터를 이용하기 하여 숫자, 문자, 특수문자

에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2]

3. BMP 이미지 설계

  24Bit BMP 이미지의 경우 첫 데이터가 이미지 하단 가

장 오른쪽 픽셀을 나타낸다.[3] 즉 Little Endian 형식으로

써 bottom-up, 상하가 뒤집힌 상태로 장된다. 따라서 

ASCII 코드 R–G–B 채 에 거꾸로 주입한다.

  한 텍스트 일에서 ASCII 코드를 읽는 원리는 

000(0x00)부터 127(0x7F) 사이의 숫자 128개를 문 알

벳 문자  기호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24Bit 

BMP 이미지에서 R(8Bit) - G(8Bit) - B(8Bit)채  각각

에 7비트 (+에러 검출 1비트) 부호체계로 표 화된 ASCII 

코드를 주입한다.

그림 2. 데이터 주입 방법

  를 들어 int라는 문자를 표 하고 싶을 때 이를 

ASCII 코드로 변환하면 105, 110, 116 이다. 이를 RGB채

에 주입할 때는 R(105) - G(110) - B(116)가 아닌 

Little Endian 방식으로 그림2와 같이 R(116) - G(110) - 

B(105)로 주입한다.

5. ASCII 코드 기반 로그래  구  

  본 논문에서는 그림 , 노트패드, Visual Studio 2013, 

Explorer 소 트웨어를 사용해 BMP 이미지를 제작하고 

로그래  구  결과를 확인하 다.

그림 3. Hello.bmp Pixel 이미지

  왼쪽 아래부터 픽셀 하나당 3문자(RGB 3채 )가 들어

있으며 가장 에 있는 픽셀은 마지막 문자인 ‘}’를 의미

한다.

그림 4. Hello.bmp 텍스트 결과 

  표 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ASCII 코드로 변형한 후 

RGB 채  각각에 주입한 이미지(그림3)를 notepad를 사

용해 텍스트로 변환하 다. 결과(그림4)는 printf 함수로 

“Hello Iam Hyokyung”을 출력하는 C언어 문법 기반의 

코드로 해석된다. 그 외의 해석 불가능한 상단 문자들은 

BMP 구조에서 사이즈, 크기 등의 헤더 정보를 의미한다. 

  해당 이미지는 그림5의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림5에 

나타난 RGB 값은 가장 먼  나오는 단어인 #include에서 

#in 세 문자를 의미한다. 각각 35, 105, 110이므로 역순으

로 하여 110 – 105 – 35와 같이 주입된다.

그림 5. Hello.bmp 편집 과정

  해당 이미지 일이 ASCII 코드를 통한 단순 텍스트로

의 변형 이외에 실제 로그래  언어로서의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기 해 BMP 포맷을 CPP로 변경하 다. CPP

로 변경하여 열어볼 경우, 바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 따라

서 임의로 Visual Studio 로젝트를 생성한 후 소스 일

에 “Hello.cpp”  추가한다. 이후 Edit 기능을 통해 C 언어 

문법에 어 나는 BMP 이미지 헤더 부분을 삭제한 후 빌

드하면 실행이 가능하다. (그림6) 즉 해당 BMP 일이 C

언어 기반의 로그램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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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tml.bmp Pixel 이미지 

  와 같이 BMP 픽셀을 구성하는 RGB 채  각각에 의

도한 문자열을 ASCII 코드로 변형해서 주입하고, 이미지 

일로 장한 후 텍스트로 읽어 들여지는 것을 확인하

고 한 포맷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문법에 어 나는 문자

를 제거하면 로그래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

을 확인했다. 이를 응용하여 HTML 마크업 언어로써도 

결과가 생성되는지 구 해보았다. 원리는 동일하다.

  그림8과 같이 HTML 마크업 언어 문법 기반의 문자열

을 생성하 다. 픽셀 이미지는 그림7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BMP 포맷을 HTML로 변경하고, 이에 따

라 생성된 html 일인 “html.html”의 결과를 Explorer에 

올리게 되면 그림9와 같이 의도한 로 title은 

“Hyokyung”, body는 “Hello”를 출력하는 웹 문서가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html.bmp 텍스트 결과 

그림 9. html.html 실행 결과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화된 정보 은닉 기술의 발 이 곧 

정보보안 기술의 발 임을 시사하고 이를 이해하기 해 

새로운 데이터 표  기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이에 기존에 선행되었던 BMP 이미지를 이용한 쉘코드 

은닉 기법 연구를 기반으로 BMP 이미지를 이용한 데이

터 표  기법을 다양한 로그래  언어에 용하기 해  

BMP 일 포맷에 문자열을 주입하여 로그래 을 구

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BMP 일 포맷의 구조에 따라 RGB 채  각각이 모여 

24Bit의 픽셀 이미지로 표 될 때 RGB 채 에 들어가는 

값을 조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문자를 ASCII 코드

로 변형시키면 숫자로 표 되는 원리를 사용하여 의도하

는 문자열에 해당하는 ASCII 코드를 채  각각에 배치하

는 과제를 진행하 고, 로그래  언어와 HTML 마크업 

언어 문법으로 문자열을 구 할 경우 BMP 일에서 

로그램 형식으로 확장 포맷을 변경했을 때 주입되었던 문

자열이 코드의 기능을 하게 되어 C 언어 기반의 로그램

과 HTML 웹 문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문자열을 C, HTML 언어 이외의 다

양한 로그램 언어로 구 하여 BMP 이미지 일 포맷

과 ASCII 코드 기반의 로그래  확장성을 향상되게 한

다. 나아가 로그래  코드를 여러 데이터 표  기법을 

활용해 효과 으로 은닉하는 보안 과제를 개발하여 멀티

미디어 환경에서의 데이터 은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보안 기술의 발  효과를 기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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