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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기식 암호통신은 암호기와 복호기 간에 암호동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기신호를 암호문에 부가하여 전송한

다. 따라서 평문통신에 비하여 데이터 전송률이 낮아지고 전송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무선채널과 같이 열악

한  환경 등에서는  동기신호의 주기적인 전송이 요구되므로 동기신호 전송 방식은 암호통신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통신에서 전송 대역의 추가 없이 동기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동기신호 전송 기

법과 이를 이용한 재동기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동기신호를 전송 데이터 내에 워터마크 형태로 삽

입하여 전송하고, 수신기에서 추출된 워터마크로부터 동기신호를 검출한다. 영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워터마킹 기반의 동기신호 전송 방법이 전송률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동기 검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synchronous secure communications, a synchronization signal is transmitted over the same channel where 
ciphertext is transmitted for cryptographic synchronization between an encryptor and a decryptor, so, it causes data rate 
lowering and transmission delay for plain communication. Especially, in poor environments such as wireless channels 
and so on, since secure communications require a periodic resynchronization protocol, synchronization signal 
transmission method can dominate its quality.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synchronization signal transmission 
method without additional bandwidth as well as resynchronization protocol based on it. We embeded a 
synchronization signal as a watermark in a transmission image and restored it from a detected watermark in the 
decryptor. Experimental results of image have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synchronization signal transmission 
method using watermarking is efficient in transmission rate and can support reliable synchronizat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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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암호통신은 송신자가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키를 이

용하여 데이터를 제 3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암

호화하여 보내고,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과 복호키를 가

진 수신자만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송 방식이다. 암호통신에서 전송 데이터의 암호화와 

복호화는 암호 알고리즘과 키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데,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비밀키 암호와 수학적으로 연계된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를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로 구분된다. 일반

적으로 전송 데이터 암호화에는 공개키 암호에 비하여 

알고리즘이 간단하여 경량화와 고속 동작에 유리한 비

밀키 암호가 사용된다[1]. 

비밀키 기반의 암호통신에서 수신된 암호문이 제대

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에 암호키와 

복호키가 동일하여야 하며[1], 스트림 동기가 일치해야 

한다[2,3]. 암호 시스템은 암호기에서 출력된 수열과 복

호기에 입력되는 수열을 동기시키는 방법에 따라 동기

식 암호 시스템과 자기동기식 암호 시스템으로 나누어

진다[2,3]. 동기식 암호 시스템은 암호기의 출력이 평문

이나 암호문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서 

암호기에서 생성되는 암호문에 별도의 동기신호를 부

가하여 전송하고, 복호기에서 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동기를 일치시키게 된다. 자기동기식 암호 시스템은 암

호기에서 출력된 데이터 수열이 복호기로 입력되면 일

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암호기와 복호기간에 동

기가 일치되는 방식이다. 자기동기식 암호 시스템은 별

도의 동기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전송 중 암호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복호문에서 오류 전파 현상이 발생하

기 때문에 비트 오류율(BER:Bit Error Rate)이 높은 채

널에서는 대부분 동기식 암호 시스템을 사용한다[3].

동기식 암호 시스템은 채널의 품질, 통신모드 등에 

따라서 동기신호를 암호통신 진입 단계에서 한번만 보

내거나, 통신 중에 반복하여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의 동기신호 전송 방식[2,3]에서는 동기신호를 전송 데

이터에 단순히 부가하여 전송함으로써 평문 통신에 비

하여 데이터 전송률이 낮아지고, 통신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3], 통신 시스템에 따라서 동기신호의 

반복적인 부가에 필요한 전송 대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도 있다. 따라서 암호통신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동기

신호의 신뢰성 있는 검출을 보장하면서,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동기 신호 전송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기식 암호 시스템에서 동기신호 

전송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 효율 저하와 전송 지연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기신호를 전송 데

이터에 워터마킹 형태로 삽입하여 전송하는 기법과 이

를 이용한 재동기 방식을 제안하였다. 정지영상을 대상

으로 한 동기신호 전송 및 검출 모의실험을 통하여 워

터마킹 기반의 제안한 방식이 동기식 암호 시스템의 전

송률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동기 검출을 안정적으로 지

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암호

통신에서 일반적인 동기신호 전송 방법에 대하여 소개

하고, 워터마킹 기반의 동기신호 전송 및 검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정지영상 데이터를 대상으

로 동기신호를 워터마킹하여 전송하고 검출하는 모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워터마킹 기반의 동기신호 전송 

2.1. 암호 시스템에서 동기신호 전송 방법

그림 1은 일반적으로 암호통신에서 필요로 하는 동

기신호(SYNC)의 전송 방법을 개념적으로 보인 것이다

[2,3]. 그림 1의 (a)에서 제시한 초기동기 방식은 암호통

신을 시작할 때 암호기와 복호기 간에 동기신호를 교환

하여 암호동기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사이클 슬립 현

상[3,4] 등으로 인하여 동기 이탈 현상이 발생하면 스스

로 동기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 해당 통신세션이 종료

될 때까지 통신 불능상태가 된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해당 통신세션을 강제로 초기화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

다. 초기동기 방식은 재동기 기능의 부재로 채널 품질

이 양호한 구간에서의 통신이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

지는 통신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3]. 그림 1의 

(b)에서 제시한 재동기 방식은 암호통신 진입 후에도 재

동기를 위한 동기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단파채널

과 같이 BER이 높은 무선 환경[5,6]에서 암호통신의 신

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기적인 재동기 방

식은 동기신호의 잦은 전송으로 전송 효율이 낮아지고 

전송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

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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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ynchronization method in a secure communication

반면, 비주기적 재동기 방식은 동기 이탈이 검출되

면 재동기를 수행함으로써 주기적 재동기 방식에서의 

전송 효율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나, 해당 통신에서 사

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갖는 특징을 이용한 동기 이

탈 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

일반적으로 동기신호는 신호 검출에 필요한 동기패

턴(SP)과 알고리즘 등의 상태 동기에 필요한 동기 데이

터(SKD)로 구성된다[2,3]. 그림 2는 기존 연구[2,3,7,8]

에서 사용한 동기신호 구조로서, 동기 패턴과 동기 데

이터를 연접한 형태의 동기신호 구조(그림 2 (a))와 최

대길이 시퀀스(maximal length sequence)[9,10]로 동기 

데이터를 마스킹한 형태의 동기신호 구조(그림 2 (b))를 

비교하여 보인 것이다. 연접 형태의 동기신호는 상관특

성 기반의 동기패턴 검출기로 동기신호를 검출하고[3], 

마스킹 형태의 동기신호는 다수결 논리 복호기를 이용

하여 동기신호를 검출한다[7,8]. 마스킹 형태의 동기신

호는 동기신호 전 영역이 동기패턴과 동기 데이터로 활

용되기 때문에 연접 형태의 동기신호에 비하여 잡음 환

경에서 상대적으로 동기 검출에 장점이 있다[7,8].

(a)

(b)

Fig. 2 Synchronization signal structures 
(a) Concatenation structure (b) Masking structure 

2.2.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한 동기신호 전송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

호를 목적으로 사람의 눈이나 귀를 통해 쉽게 감지하기 

어렵게 디지털 문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신호

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

권 보호를 위해 제안되었다[11]. 디지털 워터마크란 디

지털 데이터에 삽입된 후 검출되거나 추출될 수 있도록 

원 신호에 추가된 신호를 의미한다. 그림 3은 정지영상

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워터마킹 영상과 워터마킹 영상

을 암호화한 영상을 예로 보인 것이다. 그림 3 (a)는 원 

영상, (b)는 원 영상에 삽입하고자 하는 워터마킹 영상, 

(c)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이며, 마지막으로 (d)는 

(c)를 암호화한 영상이다. 워터마크 삽입에 사용한 방법

은 LSM(least significant modulation) 방식으로 영상 데

이터를 표현하는 픽셀 값을 8비트 gray 스케일로 표현

하고 워터마크 영상을 8비트 픽셀 값의 LSB(least 

significant bit) 위치에 직접 삽입한다[12,13].

기존 동기 방식에서 동기신호는 부가정보로 암호문

에 연접되어 전송된다[2,3,7,8]. 초기동기 방식은 최

초 암호문 앞에 동기신호를 연접하여 전송하고, 재동

기 방식에서는 재동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암호문에 

동기신호를 연접하여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영상신호

에 동기신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서도 동기 일치가 필요한 시점의 영상 데이터 앞부분에 

동기신호가 워터마크로 삽입되어야 한다. 

(a) (b)

(c) (d)

Fig. 3 Example of watermarked image encryption (a) 
Original image (b) Watermark (c) Watermarked image 
(d) Encryp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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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190비트 길이 동기신호를 LSM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하여 영상 단위로 삽입하여 전송할 때 동기

신호를 삽입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인 것이다. 송신

기에서 생성한 동기신호를 영상 픽셀 내에 워터마크로 

삽입하여 전송하고, 수신기에서 워터마크를 검출하여 

동기신호를 검출함으로써 동기신호 전송을 위한 대역 

추가없이 영상 단위로 암호 재동기를 이룰 수 있다.

그림 5는 헤더 없이 영상 데이터만 존재하는 raw 형

식의 정지영상을 전송하는 암호 시스템에서 LSM 방식

으로 동기신호를 전송 영상에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과

정을 보인 것이다. 먼저 그림 5 (b)의 평문 데이터에서 

워터마크로 대체될 영상 픽셀의 LSB를 제거한 후 암호

화하여 (c)를 얻는다. 그리고 (d)와 같이 제거된 각 픽셀

의 LSB 위치에 동기신호 (a)를 워터마크로 삽입한다. 

그림 6은 190비트의 동기신호가 워터마크로 삽입되어 

전송될 때 수신기에서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동기신호

를 검출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먼저 입력 스트림에

서 영상파일의 시작점을 검출한 후 각 픽셀의 8번째 비

트 값들을 추출하여 식 (1)과 같이 동기신호를 구성한

다. 그러나 데이터 전송 중 비트가 삭제되거나 추가되

는 사이클 슬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픽셀의 8번째 비

트 값들이 그림 6에서 나타낸 위치에서 슬립이 발생한 

비트 수만큼 당겨지거나 밀려서 입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비트 삭제가 발생하면 190비트의 동기신호는 

   ⋯    로 구성되며, 1비트 삽입이 

발생한 경우는    ⋯    로 구성된다. 

그러나 동기신호가 삽입된 픽셀 구간에서 비트 슬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동기 검출에 실패하게 

된다.

     ⋯                 (1)

Fig. 4 Synchronization signal insertion in each image file

(a)

(b)

(c)

(d)

Fig. 5 Insertion procedure of a synchronization signal in 
a raw image file (a) Synchronization signal (b) Original 
image (c) Encrypted original image (d) Watermarked 
image

Fig. 6 Detection procedure of a synchronization signal 
in a watermarked image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에 워터마킹 기

법으로 암호동기신호를 삽입하여 전송하면 암호통신에

서 동기신호 전송에 전송 대역을 추가하지 않고 송신기

와 수신기 간에 영상 단위의 재동기가 가능하다. 그림 7

은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한 영상파일 단위 재동기 방식

의 개략적인 흐름도를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분하여 보

인 것이다. 송신부에서는 암호기로 입력되는 영상파일

의 픽셀이 동기신호가 삽입되는 구간에 해당되고, 재동

기 수행 조건이 충족되면 암호기의 상태를 갱신하고, 

동기신호를 워터마크 형태로 삽입한다. 수신부에서는 

입력되는 암호문 스트림이 동기신호가 워터마크로 삽

입되어 있는 구간에 해당되면 워터마크가 존재하는 것

으로 판단하여 워터마크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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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워터마크에서 동기신호가 추출되면 스트림 동

기를 일치시키고, 추출된 동기 데이터로 복호기의 상

태를 갱신하여 암호기와 알고리즘 동기를 이루게 된

다. 수신부에서 입력 비트가 동기신호 삽입 구간에 해

당하는지는 이전 영상파일의 시작점과 크기 값을 이

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aw 영상파일에 동

기신호를 삽입하여 전송할 때, 이전 영상파일의 시작 

위치가 i번째 비트이면 다음 동기신호가 삽입된 구간

은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식 (2)에서 size는 비

트 단위의 영상파일의 크기를,  L은 동기신호의 크기

를 나타낸다.

LSM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수신부에서는 동기신

호 구간에서 각 픽셀들의 LSB를 추출하여 동기신호를 

구성한다. 식 (2)의 구간에서 검출된 동기신호는 식 (3)

과 같이 구성된다. 

      ∼    ×          (2)

               ⋯
    ×   

     (3)

여기서 j는 비트 슬립이 발생할 때 삭제 또는 추가되

는 비트 수를 의미한다.

Fig. 7 Resynchronization method using watermarking

Ⅲ. 실험 및 검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기신호 전송방식의 타당성과 

동기 검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0비트 길이 동기

신호를 256 x 256 크기의 raw 영상파일에 LSM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워터마크 형태로 삽입하여 랜덤 잡음이 

부가된 채널로 전송하고 검출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동기신호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구성하여 생성하였으며, 영상파

일의 암호화에는 ARIA 암호[14]를 이용하였다.

그림 8은 42비트 동기 데이터에 BCH(63,45) 오류정

정코드를 적용하고, 3회 반복하여 최대길이 시퀀스로 

마스킹한 동기신호를 영상파일 시작 위치마다 워터마

크로 삽입하고, 첫 번째 영상파일의 128 x 256 픽셀 위

치에서 1비트 슬립을 발생시켰을 때, 수신기에서 동기

신호를 검출하여 복호화 한 실험 결과를 보인 것이다. 

비트 삭제가 발생한 위치부터 동기 이탈이 발생하여 수

신기에서 영상 복호화에 실패하지만 두번째 영상에서

는 동기신호를 바르게 검출하여 송신기와 재동기를 이

룸으로써 암호화된 두번째 영상이 제대로 복원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8 (b)의 Error 분포는 수신된 암호문

에서 LSM 알고리즘으로 검출한 워터마크를 190비트 

단위로 최대길이 시퀀스와 bitwise xor 연산을 한 후, 다

수결 논리 복호기에 입력할 때, 실제 동기신호와 비트 

단위로 불일치하는 오류 개수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8]. 

동기신호와 일치하는 위치 1,520과 525,807에서 오류 

개수가 ‘0’이고, 그외 구간에서는 30에서 60 사이의 분

포를 보이는 것은 동기신호와 불일치하는 구간에서는 

최대길이 시퀀스와의 bitwise xor 연산으로 다수결 논리 

복호기의 입력 비트들이 랜덤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번째 영상에서 동기신호가 검출된 비트 위치 

525,807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한 동기신호의 최종 

비트 위치 ××× 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는 제안한 재동기 방식의 잡음 환경에서의 동

기 검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기신호가 워터마크 

형태로 삽입된 암호화 영상을 랜덤 오류가 발생하는 채

널로 전송하고, 수신기에서 동기신호를 검출하여 복호

화한 영상을 보인 것이다. 동기신호는 그림 8에서와 같

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9에서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워터마크 기반의 최대길이 시퀀스 동기신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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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는 전송채널의 BER이 0.1로 영상이 상당히 열

화되는 수준의 열악한 잡음환경에서도 동기신호 검

출이 가능하여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a)

(b)

Fig. 8 Example of synchronization loss restoration by the 
proposed resynchronization method using watermarking 
(a) Decrypted image  (b) Error distribution

(a)

(b)

Fig. 9 Example of synchronization signal detection by the 
proposed resynchronization method using watermarking in 
random error environment (a) Decrypted image  (b) Error 
distribution

그림 9 (b)의 Error 분포에서 그림 8 (b)와 달리 동기

신호 구간에서 오류 개수가 각각 2, 18로 증가한 것은 

채널의 전송품질 열화로 동기신호 구간에서 비트 오류

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구간에서는 유사

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은 표 1에서와 같이 생성한 동기신호들을 

raw 영상파일에 각각 워터마크 형태로 삽입한 후 랜덤 

오류가 발생하는 채널로 전송하고 수신기에서 검출하

는 모의실험에서, 채널의 BER에 따른 동기신호 생성 

방법별 재동기 검출율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보인 것이

다. 실험 결과에서 BER이 높아질수록 최대길이 시퀀스 

기반의 동기신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하여 전송하는 동

기 방식이 연접 형태의 동기신호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

하여 동기 검출 성능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Generation method
SYNC(190 bit)

SP(bit) SKD(42 bit)

m-sequence based 190
BCH(63,45), 
3 repetition

concatenation based
127 BCH(63,45)
63 BCH(127,43)

Table. 1 Synchronization signals used as watermark

Fig. 10 Comparison of performance for synchronization 
signals in the proposed resynchronization method using 
water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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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암호통신에서 열악한 채널환

경에서는 동기신호의 잦은 전송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 

효율 저하와 전송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

로 동기신호를 전송 데이터에 LSM 방식의 워터마킹 형

태로 삽입하여 전송하는 기법과 이를 이용한 재동기 방

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동기 방식을 정지영상

의 암호화에 적용하여 다양한 BER을 갖는 채널에서의 

전송 모의실험을 통해 암호 동기신호의 검출 성능을 분

석하였다.

실험 결과로, 제안한 동기 방식은 데이터 전송률 측

면에서 효율적이며 사이클 슬립으로 인한 동기 이탈과 

다양한 수준의 잡음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암호동기 검

출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동기신호 

전송 방식은 전송 데이터가 워터마킹이 가능한 암호 시

스템에서의 응용이 가능하며, 특히, 전송 오류 등으로 

데이터 복원에 실패하여도 재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통신 환경에서 암호통신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워터마

킹 기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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