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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계약서나 도면, 개인
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를 이미지에 담아 메일이나 
메시지 등의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고받게 
되면서 이미지의 보안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이미지 파일형식으로 
주고받거나 여러 가지 저장 장치에 저장된 상태
로 보관되는데 이 이미지가 해킹 또는 보안사고 
등의 문제로 유출되게 된다면 아주 큰 피해를 불
러일으킬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미지 데
이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안하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한다.

데이터 보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AES 암호화 알고리즘과 RSA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미지 데이터에도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 가능한데, 이 두 가지 암호
화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하여 이미지를 보안하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인 AES 암호화로 이미지 
데이터를 대칭키를 이용, 암호화 한다. 암호화 할 
때 사용한 대칭키가 유출된다면 암호화된 이미지 
데이터를 본래의 이미지 데이터로 복호화하는 것
도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에 사용 한 대칭키를 
RSA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한번 더 암호화 한
다. 이러한 두 번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함으
로써 보안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

II. 관련 연구

2.1. AES 암호화 알고리즘
AES 란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의 

줄임말로 J.Daemen과 V.Rijmen에 의해 제안된 
“Rijndael”(레인달) 암호 알고리즘을 미국 표준 기
술 연구소에 의해 제정된 국제 표준 대칭키 암호
화 알고리즘이다[1]. 대칭키 알고리즘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비대칭 키와는 달리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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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메일,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정보들에는 이미지도 포함되는데, 중요한 신상정보나 설계도, 계약서 등의 정보들도 이미지
파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이 이미지가 실수 또는 해킹 등의 이유로 유출되게 되었을 시 
생기는 문제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를 주고받을 때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방법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암호화할 수 있게 해주고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한 키를 한번 더 암호화 하
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기존의 암호화 방식에서 AES 암호화만 이용할 대칭키가 유출될 경우 본
래의 데이터도 유출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에 사용된 대칭키
를 한번 더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택한 원본 이미지 파일의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한 후 AES-256암호화를 이용하여 대칭키 암호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칭키 암호를 이
용하여 암호화한다. 이때 32바이트 길이의 대칭키를 사용하는데, 대칭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RSA

암호화를 이용, 비대칭키를 생성한 후 대칭키를 한번 더 암호화 한다. 암호화된 대칭키는 비대칭키를 
이용 복호화할 수 있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대칭키 암호를 이용해서 원래의 데이터로 복호화가 가능
하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안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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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 비대칭키 보다 키 
분배가 여렵지만, 암호화 강도가 우수한 편이고, 

연산량이 적으며 암호화와 복호화하는 시간이 빠
르다는 장점이 있다.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그림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키가 동일함).

AES는 이론적으로 키의 크기는 제한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길이가 128, 192, 256비트인 키를 사
용하며 각각 10라운드, 12라운드, 14라운드로 설
계되어 있다. 암호화 강도는 키의 크기에 비례하
며, AES-128을 초당 256 bits의 연산능력을 가진 
장치로 브루트-포스(Brute-Force)공격을 할 경우, 

약 149 X 1012 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고 강도
인 AES-256는 약 509 X 1050 년의 시간이 소요된
다. 하지만 AES-128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연
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암호화-복호화 시스템 
자체를 공격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 정보
일수록 높은 강도인 AES-128 이나 AES-256을 사
용하는 것이 더 좋다[2]. AES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른 키,블록 길이와 라운드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AES 강도에 따른 길이와 수

키 길이
(bits)

블록길이
(bits)

라운드 수

AES-128 128 128 10

AES-192 192 128 12

AES-256 256 128 14

2.2. RSA 암호화 알고리즘
RSA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의 하나로 Rivest, 

Shamir, Adleman의 발명자 이름 첫글자를 따서 
RSA가 되었다. 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기반을 두
고 있다[3]. RSA 는 두 개의 키를 사용하는데 일
반적인 공개키 알고리즘의 공개키(public key) 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쓰
이며, 암호화된 메시지는 개인키(private key)를 
가진 자만이 복호화하여 열어볼 수 있다. 하지만 
RSA 공개키 알고리즘은 이러한 제약조건 없이, 

개인키로 암호화 하고 공개키로 복호화 할 수 있
다는 점이 자유롭다. RSA 알고리즘의 암호화, 복
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 N과 e, 개인키d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p와 q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수를 고른 뒤
1. 두 수를 곱하여 N = p․q를 구한다.

2. Ф(N) = (p-1)․(q-1)을 구한다.

3. 1 < e < Ф(N) 인 정수 e를 찾는다. 

(e와 Ф(N)d은 서로소)

4. d․e를 한뒤 Ф(N)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d를 구한다. [4]

이렇게 생성된 키로 RSA 암호화, 복호화 연산
은 각각 식 (1),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1) C = Me mod N

(2) M = Cd mod N

RSA 암호화 알고리즘은 AES와 달리 비대칭 
키인데 공개키 또는 개인키 둘 다 암호화에 쓰일 
수 있고 이 경우 암호화에 쓰이지 않은 개인키 
또는 공개키가 복호화 키로 쓰이게 된다. 비대칭 
키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키가 동일하지 않음).

III. 하이브리드 보안 알고리즘 설계

3.1. 이미지 보안 암호화 개요
이미지의 보안 강도를 높이기 위해 두가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가지 AES 

보안 알고리즘만 사용했을 경우 대칭 키 암호가 
유출 될 경우 바로 이미지의 보안이 깨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보안하기 위해 AES 알고
리즘으로 암호화 할 때 사용한 대칭키 값을 RSA 

알고리즘으로 한번 더 암호화함으로써 보안 강도
를 높이는 것이다. 암호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3.2. 이미지 보안 복호화 개요
그림 3과 같이 원본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

용한 대칭키 값을 한번 더 암호화 하여서 대칭키 
값도 암호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안 강도가 강
해지고 복호화 과정도 어려워진다. 복호화 과정은 
암호문으로 되어 있는 대칭키 값을 복호화한 후 
그 대칭키 값으로 암호화된 원본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로 복호화 하여야 한다. 암호화된 대칭키 
값의 복호화는 그림 4와 같다.



- 215 -

그림 3. 암호화 과정.

그림 4. 복호화 과정.

IV. 알고리즘 구동 및 테스트

4.1. 이미지 보안 알고리즘 암호화 구동 테스트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AES 암호화 알고리즘으

로 암호화한 뒤 사용한 대칭키를 RSA 알고리즘
을 이용해 암호화해 보았다. 그림 5는 암호화 과
정이다.

그림 5. AES 이용 이미지 암호화.

여기서 암호화에 사용한 대칭키를 RSA를 이용
해 암호화한다.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대칭키 암호화.

RSA 알고리즘에서 생성한 공개키와 개인키 중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였다. 이로써 원본 데
이터와 암호화에 쓰인 대칭키 모두 암호화가 되
었다.

4.2. 이미지 보안 알고리즘 복호화 구동 테스트
앞서 암호화한 원본 데이터와 대칭키를 다시 

평문으로 복호화해 보겠다. 먼저 공개키를 이용해
서 암호화하였기 때문에 개인키를 이용해서 대칭
키를 먼저 복호화한다. 과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개인키를 이용한 대칭키 복호화.

그림 8. 대칭키를 이용한 이미지 데이터 복호화.

이미지 데이터 암호화에 쓰인 대칭 키가 다시 
평문으로 복호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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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대칭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되어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다시 평문으로 복호화 한다. 과정은 그
림 8과 같다.

대칭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던 이미지 
데이터를 평문으로 복호화 한 것을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AES와 RSA 

두가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이미지 데이터를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한번 이때 사용
한 대칭키를 RSA 알고리즘을 통해 한번 총 두 
번의 암호화를 통해 한 가지 보안 알고리즘으로 
보안하는 것보다 강한 보안강도를 가진 암호화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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