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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디스크에 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위한 다양한 파일 암호화 솔루션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의 파일 암

호화 솔루션은 암호화 및 복호화를 파일 혹은 디렉터리 단위로 일괄되게 처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의 부분 암호

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호출을 제안한다. 파일 데이터의 암호화를 원하는 부분에서 사용자는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로 암호화 정보를 설정한다. 그다음 파일 데이터를 쓰면 설정된 내용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또한 복호

화 정보를 설정한 뒤 파일 데이터를 읽어오면, 설정된 정보가 적용되어 필요한 부분만을 복호화 한다. 제안된 시스템 

호출을 위해 검사, 관리, 암호화, 복호화, HMAC 모듈이 필요한 시스템 호출에 따라 구성되며, 이는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되었다. 또한 구현된 시스템 호출의 동작을 개발 보드에서 검증하였으며, 그 수행 속도를 측정하여 성능을 분석

하였다.

ABSTRACT

There are currently various file encryption solutions for encrypting and storing files on disk. However, the existing file 
encryption solutions handle encryption and decryption all at once by file or directory.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call supporting partial encryption function of the file. The user sets the encryption information with the system call 
interface at a portion where encryption of the file data is desired. And then the user writes file data, the data is encrypted 
and stored. Also if the user sets decryption information and reads the file data, the necessary part is decrypted by 
applying the set information. For the proposed system call, It consists of inspection module, management module, 
encryption module, decryption module, and HMAC module as per required system call. And it was implemented on the 
Linux environment. Also the operation of implemented system call was verified on the development board, and the 
performance was analyzed by measuring performanc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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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화 시대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정보라는 추상

적 자료는 종이가 아닌 메모리, 즉 기억 장치에 저장시

켜 보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자료의 복사, 전송, 확산 

등이 매우 간편화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정보 유출

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안 관련 사건사고

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 수준의 파일들을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개인 정보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를 디스크에 그대로 

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일 경우, 혹은 저장 매체를 분실했을 경우에 그대로 유

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를 위해 고안될 수 있는 일

반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디스크에 저장시

키는 것이다. 사용자가 기밀성을 필요시 하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 

선택된 파일 전체를 암호화, 복호화 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방법은 운영체제 수준에서 파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을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법은 파일시스

템 자체에 암호화 기능을 내장하여 전자보다 비교적 사

용자 투명성을 갖는다[1].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 파일 솔루션들은 데이터의 기

밀성을 지원하지만, 암호화의 단위가 파일 또는 폴더 

전체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용자가 암호화를 

원하는 부분만이 아닌, 파일 전체를 일괄적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하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수정할 때 

필요한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모두 암호화하고 복호화 

해야 한다는 성능상의 오버헤드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호

출을 이용하여 파일을 부분적으로 암호화하고 복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fcntl 시스템 호

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암호화를 필요시 하는 부분의 

시작점을 설정하고, 파일의 내용을 입력하면 설정을 해

지하기 전까지의 내용이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설정을 

해지시킨 후부터는 평문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기밀성

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암호화하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암호화 구간에 부합하는 암호 키

와 알고리즘으로 복호화를 설정한 뒤 파일을 읽으면, 
그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한 만큼만 복호

화 시킨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커널 수준에서 지원되

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파일을 쓸 

때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

써 기존의 파일 암호화 시스템에는 없는 기능상의 유연

성을 가지며, 또한 전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여, 암호화 구간 별 상이한 키와 알고리

즘의 적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3장에서는 설계 및 구현, 4장에서는 동작 검증 및 성능 

분석에 관해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의 암호화 시스템

보안이 요구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파일 암호화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저장 

장치 즉, 디스크 자체적으로 암호화하는 방식, 장치 드

라이버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하는 방식, 독립적인 파

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지원하는 방식,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지원하는 방식 등이 있

다[2]. 본 장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암호화 시스

템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2.1.1. CFS(Cryptographic File System)
CFS는 응용 계층과는 독립적인 암호화 및 복호화 기

능을 제공하는 암호화 파일 시스템으로[3], AT&T Bell 
연구소의 Matt Blaze에 의해 개발된 NFS(Network File 
System) 기반의 암호화 파일 시스템이다. CFS는 로컬 

마운트 된 NFS를 사용하여 동작하며, 사용자는 보호하

고자 하는 디렉터리의 암호 키에 대해서만 관여한다. 
이는 암호 키를 암호화되는 디렉터리마다 사용자가 관

리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완벽한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

한다. 또한 커널과 사용자 공간 간에 많은 컨텍스트 스

위치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4-6]. 

2.1.2. TCFS(Transparent Cryptographic File System)
TCFS는 NFS와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사용자의 파일

의 암호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장 된 NFS이라고 할 

수 있다. TCFS는 커널 수준에서 VFS(Virtual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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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계층 아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완

전한 투명성을 제공한다. DES(Data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파일을 암호화

하며, 키는 특정 데이터베이스(특정 파일)에서 관리된

다. 또한 TCFS에서 루트 권한의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의 모든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 플래그 설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파일 시스템에 보안 및 비 보안 파일

을 저장할 수 있다[7].

2.1.3. CryptFS
CryptFS는 CFS와 TCFS의 성능상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개발된 시스템으로, 스태킹이 가능한(stackable) 
가상 inode(vnode)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 

파일 시스템이다[8]. CryptFS는 vnode 구조를 이용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파일 시스템의 종류가 영향

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UFS(Unix File 
System), NFS 등의 어떠한 파일 시스템 상에서도 동작

이 가능한 커널 상주 파일 시스템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은 CryptFS의 구조를 간략화 하여 나타낸다.

Fig. 1 CryptFS Structure

2.1절에서 기술된 암호화 파일 시스템들은 모두 파일

이나 디렉터리 전체를 일괄적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 처

리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은 데

이터도 모두 암호화하며, 사용자가 파일의 특정 부분만

을 읽을 시에도 데이터 전체를 복호화 한다.

2.2. 시스템 호출

본 논문에서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파일 데이터만을 

부분적으로 암호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호출을 사용한

다. 본 절에서는 시스템 호출의 정의와 동작에 대해 기

술한다.

2.2.1. 시스템 호출 정의

시스템 호출은 사용자 수준 응용 프로그램들에게 커

널이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사용

자가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열람하거나 하드웨어에 접

근하여 통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스템 호출을 통해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기 등

의 동작이 가능하다[9]. 시스템 호출은 사용자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통해 커널 영역으로 접근되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로 처리된다[10]. 사용자 영역의 데이터가 사용하고 있

는 파일에 해당하는 파일 시스템 영역을 통하여 시스템 

처리 함수로 전달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거쳐 하드

웨어를 제어한다.

2.2.2. 시스템 호출 동작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시스

템 호출을 실행하면, 커널 모드로 진입하면서 소프트웨

어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시스템 호출에 의한 인터럽트

는 system_call 핸들러 함수가 시스템 호출 번호를 추출

하여 그에 해당하는 함수를 실행시킨다. 그 후 VFS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파일 종류에 부합하는 파일 시스템 

영역에서 데이터가 처리된다. 그림 2는 시스템 호출 동

작 구조를 나타낸다.

Fig. 2 System Call Operation Structure

2.3. 커널 Crypto API

본 논문에서 지원하는 파일의 부분 암호화는 커널 수

준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를 지원하

기 위해 커널 Crypto API를 사용한다.
커널 Crypto API란 리눅스 커널의 암호화 프레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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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써, IPsec 및 dm-crypt와 같은 암호화 기술을 다루

는 부분을 지원한다. 리눅스 커널 버전 2.5.45에서 최초

로 도입되었으며, 암호화 함수 및 해시 함수 등을 제공

하고 있다. 
커널 Crypto API는 커널 내부에서 대칭 암호, AEAD 

암호, Message digest, 랜덤 숫자 생성 등, 다양한 알고

리즘 및 메소드를 제공한다. 모든 암호화 작업을 변환

(transformations)이라 칭하며, 일반적인 작업 변수 구조

의 이름을 TFM(Transformation object) 이라 칭한다

[11]. 
커널 Crypto API에서 제공되는 단일 블록 암호 및 

Message digest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제공되

는 다양한 템플릿에 의해 다중 블록 암호 또는 Keyed 
Message digest 형태로 사용가능하다. 다음은 템플릿을 

이용한 다중 블록 암호화의 형태를 나타낸다[12].

○Template (single block cipher)
   예) ecb(aes), ccm(aes), hmac(sha1) 등

커널 Crypto API는 여러 암호 유형을 지정하고, 별도

로 키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칭 암호의 세

부적인 유형(예를 들어, aes-128 인지 aes-192인지 등)
은 제공된 키의 길이를 판별하여 그에 맞는 대칭 암호

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의 리눅스 커널은 커널 Crypto API를 이

용하여 여러 키 길이의 대칭 암호, Message digest 기능

과 함께 여러 개의 블록 연결 모드 등을 지원한다.

Ⅲ. 설계 및 구현

3.1. 본 논문에서 지원하는 기능

본 논문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

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임의로 암호화 구간, 알고리즘, 
키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 호출의 지원, 두 번째는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 사용자의 설정에 따른 

부분적 암호화 및 복호화 기능의 지원, 마지막으로 파

일을 읽을 때 복호화 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지원이

다. 이 모든 기능은 기존에 존재하는 fcntl, write, read 
시스템 호출의 커널 내부 코드를 수정 및 추가함으로써 

구현되었다.

3.2. 파일 부분 암호화 지원을 위한 커널 내부 모듈

파일 부분 암호화의 지원을 위해 커널 내부에 추가되

는 모듈은 크게 다섯 가지로, 검사 모듈(Inspection 
module), 관리 모듈(Management module), 암호화 모듈

(Encryption module), 복호화 모듈(Decryption module), 
HMAC 모듈(HMAC module)이다. 이 모듈들은 수정된 

시스템 호출 별로 나누어져 세부적인 서브 모듈을 갖는

다. 시스템 호출에 따라 정의되어 존재하는 서브 모듈

들은 아래 표 1과 같다.

Table. 1 Sub Modules by Each System Call in Kernel 
main module system call having sub module

Inspection module fcntl, write, read
Management module fcntl, write
Encryption module write
Decryption module read
HMAC module write, read

3.2.1. 검사 모듈

검사 모듈은 파일 부분 암호화 및 복호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설정 정보 등을 

검사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아래 표 2는 시스템 호

출 별 검사 서브 모듈의 역할을 나타낸다.

Table. 2 Role of Inspection Sub module by each System 
Call 

type role

fcntl inspect the contents of encryption/decryption 
setting (key input, possible algorithm input, etc.)

write inspect the current encryption setting
read inspect the current decryption setting

fcntl 검사 서브 모듈은 사용자가 fcntl 시스템 호출로 

암호화 시작 구간 또는 복호화를 설정할 때, 올바른 형

태의 암호 키와 사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입력했는지에 

대해 검사한다. write 검사 서브 모듈은 현재 암호화가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하여 파일의 내용을 디스크에 쓸 

때 적용하도록 한다. read 검사 서브 모듈은 현재 복호

화 기능 설정 여부, 복호화 필요 시 읽으려는 파일 위치

가 부분 암호화 구간인지 검사한다. 부분 암호화 구간

이면 읽어야하는 길이, 파일의 다음 위치 등을 계산한

다. 또한 읽으려는 파일 위치가 부분 암호화 구간이 아

닌 경우(평문인 경우), read 복호화 서브 모듈을 호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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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하여 기존의 읽기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3.2.2. 관리 모듈

관리 모듈은 암호화 및 복호화에 관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한다. 다음 표 3은 시스템 호출 별 관리 서브 모

듈의 역할을 나타낸다.

Table. 3 Role of Management Sub Module by each 
System Call

type role
fcntl save and mange encryption/decryption settings

write list management for encryption information of each 
part

fcntl 관리 서브 모듈은 사용자가 fcntl 시스템 호출로 

암호화 또는 복호화를 설정할 때 그 내용(알고리즘 및 

암호 키)을 현재 파일 상태에 저장 및 유지 시킨다. 
write 관리 서브 모듈은 파일의 암호화 시작 설정 후 파

일의 내용을 쓸 때, 그 구간의 암호화 정보(암호화 길이, 
시작 위치, HMAC 등)를 리스트 형태로 관리한다.

3.2.3. 암호화 모듈

암호화 모듈은 write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여 파일 

데이터를 쓸 때, 현재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암호화 정

보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암호화 모듈은 

write 암호화 서브 모듈만을 포함한다.

3.2.4. 복호화 모듈

복호화 모듈은 파일 데이터를 read 시스템 호출로 읽

어 올 때, 현재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복호화 정보를 적

용하여 복호화가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만을 복호화 한

다. 복호화 모듈은 read 복호화 서브 모듈만을 포함한다.

3.2.5. HMAC 모듈

HMAC 모듈은 메시지 무결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

다[13]. 다음 표 4는 시스템 호출 별 HMAC 서브 모듈

을 나타낸다. 

Table. 4 Role of HMAC Sub Module by each System 
Call

type role
write generate and save HMAC
read HMAC verification

HMAC 검증은 사용자가 fcntl 시스템 호출로 암호화 

설정 시, 옵션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write 
시스템 호출에서 HMAC이 생성되고, read 시스템 호출

에서 검증된다.
3.2절에서 기술한 모든 모듈은 그림 2의 계층 중 시

스템 호출 API 계층부터 커널 공간의 파일 시스템 계층

에 거쳐 구현된다.

3.3. 기존 시스템 호출 및 커널 내부 수정 사항

3.3.1. fcntl 시스템 호출을 이용한 암호화 및 복호화 

설정

파일의 부분 암호화를 지원하기 위해 fcntl 시스템 호

출을 사용 하며, 아래 표 5는 fcntl 시스템 호출의 원형, 
기존의 flock 구조체 및 수정된 구조체를 나타낸다. 

Table. 5 fcntl System Call Prototype and Modified flock 
structure

prototype int fcntl (int fd, int cmd, struct flock *lock) 

flock
structure

original modified

struct flock{
  short l_type;
  short l_whence;
  long l_start;
  long l_len;
  int l_pid;
}

struct flock{
  short l_type;
  short l_whence;
  long l_start;
  long l_len;
  int l_pid;
  u8 algo;
  char *key;
}

algo는 사용자가 선택한 암호화 알고리즘이며, key
는 적용될 암호 키(또는 복호 키)이다.

다음 표 6은 fcntl 시스템 호출 원형에서 cmd 종류의 

일부와 추가된 사항을 나타낸다.

Table. 6 Added Types of cmd
name description value

original

F_GETLK get record lock 
information 5

F_SETLK set record lock 6

F_SETLKW set record lock
(with blocking) 7

added
F_GETSEC

get encryption
or decryption 
status

18

F_SETSEC set encryption 
or decrypti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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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_GETSEC은 현재 파일의 쓰기, 읽기에 적용된 암

호화, 복호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커맨드, F_SETSEC
은 새로운 정보를 설정하기 위한 커맨드이다. 다음 표 7
은 flock 구조체의 l_type 종류의 수정 사항을 나타낸다.

Table. 7 Added Types of l_type
l_type name description value

original
F_RDLCK read lock 0
F_WRLCK write lock 1
F_UNLCK remove lock 2

added

F_ENC encrypt 9
F_ENCM encrypt and set HMAC 10
F_DEC decrypt 11
F_NONE initialize status 12

표 7의 추가된 타입들은 모두 표 6에서 추가된 커맨

드와 함께 사용되는 타입들로, F_SETSEC과 함께 설정

되는 F_ENC는 설정 후 파일 쓰기 시 암호화되어 저장

됨을 의미한다. F_ENCM은 F_ENC와 유사하나 암호화

되기 전 HMAC을 생성하여 파일 읽기 시 무결성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다르다. F_DEC은 현재부터 파일 

읽기 시 복호화를 의미하며, F_NONE은 일반 쓰기, 읽
기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F_GETSEC과 함께 사용 시, 
l_type에 해당되는 현재 저장 정보(암호화 또는 복호화

에 적용될 알고리즘 등)를 얻어온다.

3.3.2. 설정 된 암호화 및 복호화 정보 관리

본 논문에서는 파일 부분 암호화 지원을 위해 파일 

하나 당 암호화 정보(write 시 적용), 복호화 정보(read 
시 적용), 부분 암호화 구간 정보 리스트를 가진다. 아래 

표 8은 이러한 정보를 담기 위한 구조를 나타낸다.

Table. 8 Structures for Encryption/Decryption Management
structure for management

struct set_sec {
  u8 status;
  u8 algo;
  char *key;
  int key_len;
}

struct sec_info {
  loff_t start;
  unsigend int dataLen;
  unsigend int pad;
  char *hmac;
}

사용자가 fcntl로 원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키를 이용

한 암호화, 복호화를 설정하면 커널 내부에서 해당 파

일의 set_sec에 상태가 저장된 후, write나 read 시 설정 

내용이 적용되어 실행된다. set_sec 구조체의 key값은 

암호 키, 복호 키로 사용되며, HMAC 키는 이 key를 필

요에 따라 256bits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 설정 정보를 담는 set_sec 구조체를 i_enc, 복호

화 설정 정보를 담는 set_sec 구조체를 i_dec이라 칭한

다. write시 암호화 된 파일 부분들에 대한 암호화 정보

는 sec_info의 리스트 형태로 관리된다. 아래 표 9는 

set_sec의 status 종류와 그 값을 나타낸다.

Table. 9 Status in struct set_sec
status value description

SNONE 0x00 general write or read
SENC 0x01 encrypt and write

SENCM 0x02 encrypt and write (with HMAC)
SDEC 0x03 read with decryption

3.4. 지원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파일 부분 암호화를 위해 여러 가지 암

호화 알고리즘과 모드를 지원한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flock 구조체의 algo를 이용하여 지정한다. 다
음 표 10은 지원하는 알고리즘 종류와 할당 된 비트 값

을 나타내며,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7비트를 사용한다.

Table. 10 Algorithms and Assigned Bit Values
algorithm bits mode

aes
des
des3
rc4

00
01
10
11

128
192
256

00
01
10

ecb
cbc
cts

000
001
010

cfb
ofb
ctr

011
100
101

사용자는 flock 구조체의 algo 변수에 설정할 알고리

즘, 비트, 모드를 OR 연산을 이용하여 지정한다. 기본 

암호화 알고리즘은 aes-128-ecb(0x00)이며, HMAC 알
고리즘은 sha-256으로 정한다[14].

3.5. 동작 정의

본 논문에서 fcntl을 이용한 암호화 및 복호화 설정은 

F_NONE으로 설정을 초기화하기 전까지 한번 설정된 

내용이 계속 적용된다. 파일 부분 암호화를 위해 설계

된 시스템 호출의 기본 동작을 기술하기 위해, 본 장에

서는 부분 암호화 동작 시나리오와 부분 복호화 동작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다음 그림 3은 사용자의 파일 부

분 암호화를 위한 시스템 호출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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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ystem Call Scenario for File Partial Encryption

①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의 write로 동작된다. ②와 같이 암호화 설정을 하면, 해
당 파일의 i_enc에 설정 값이 저장된다. 그 뒤에 ③과 같

이 write를 수행하면 key1과 aes-256-ecb를 적용 하여 

파일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④로 다시 상태 

설정을 초기화하면, i_enc의 값이 초기화되고, ⑤와 같

이 데이터를 쓰면 다시 일반적인 write가 동작된다. ⑥
으로 다시 암호화 설정을 하게 되면 aes-128-cbc와 key2
라는 정보가 i_enc에 저장되고, 그 후에 ⑦로 데이터를 

쓰면 설정된 내용에 따라 HMAC을 생성하여 저장한 

후, 데이터가 부분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아래 그림 4는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데이터의 간략한 형태를 나타내

고, 그림 5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다.

Fig. 4 Partial Encrypted File Data Format

Fig. 5 Partial Encrypted Detail File Data Format

다음 그림 6은 그림 3의 시나리오에 따른 커널 내부

의 부분 암호화 정보 관리 리스트를 나타낸다.

Fig. 6 List for Management of Partial Encryption Information

부분 암호화 동작 시나리오에 따른 복호화 동작 시나

리오는 아래 그림 7과 같고, 그 결과를 담은 버퍼의 내

용은 그림 8과 같다.

Fig. 7 System Call Scenario for File Partial Decryption

Fig. 8 The Result of the Partial Decryption

그림 7의 ①의 경우 복호화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

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read 동작을 수행함으로 버퍼

에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 두 부분과, 암호화되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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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데이터가 그대로 담긴다. ③과 같이 알고리즘과 

키를 F_DEC으로 설정해주면, 커널 내부적으로 i_dec
에 설정 정보가 저장된다. ④를 수행하면 그림 4의 plain 
text1이 read 복호화 서브 모듈을 거치지 않고 읽어진다. 
다음 부분 암호화 구간에 해당하는 cipher text1이 정상

적으로 복호화 되어 버퍼에 반환되고, 그 뒤의 plain 
text2도 정상적으로 반환된다. cipher text2는 부분 암호

화 시나리오(F_ENCM을 사용)에 따라 복호화 된 후에 

read HMAC 서브 모듈로 메시지 무결성 검증 과정을 

거친다. 위 시나리오에 경우, 설정된 알고리즘과 키가 

해당 구간과 부합하지 않아 실패되고, read를 종료한다. 
⑥을 수행함으로써 cipher text2 구간과 부합하는 복호

화 설정을 한 후, ⑦을 수행하면 HMAC 모듈을 사용하

지 않는 cipher text1 구간이 설정된 암호화 키와 알고리

즘으로 복호화되어 반환되고, cipher text2 도 복호화 된 

후, 무결성 검증을 거쳐 정상적으로 버퍼에 반환된다.

Ⅳ. 동작 검증 및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파일 부분 암호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호출을 위해 수정된 커널을 개발 보드에 포팅한 후, 2 
기가바이트 크기의 SD 카드를 마운트 시켜 동작 시켰

다. 사용한 개발 보드의 사양은 아래 표 11과 같다.

Table.11 Specification of Target Board
CPU ARMv6-compatible processor rev 6 (v6l)
RAM 128 Mbytes (64 Mbytes * 2)
Kernel Linux-4.4.52

4.1. 동작 검증

본 논문의 시스템 호출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생성한 

파일은 총 512 바이트로, 128 바이트의 동일한 데이터

를 4번 write 하되, 첫 번째와 세 번째 128 바이트(파트 

1,3)는 평문 그대로 write 하였고, 두 번째 128 바이트

(파트 2)는 aes-256-ecb 알고리즘으로, 네 번째 128 바이

트(파트 4)는 aes-128-cbc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

장하였다. 아래 그림 9는 생성된 파일 데이터를 

hexdump[15]를 이용하여 출력한 형태이다.

Fig. 9 The Result of Partial Encryption File

부분 복호화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파트 2의 암호화 

정보에 부합하는 복호화 설정을 해준 후 파일 전체를 

read한 결과와, 파트 4의 암호화 정보에 부합하는 복호

화 설정을 해준 후 파일 전체를 read한 결과를 비교하였

다. 두 개의 암호화 구간 모두 메시지 무결성 검증은 하

지 않도록 설정했다. 다음 그림 10,11은 그 출력 결과를 

나타낸다.

Fig. 10 The Result of Partial Decryption File for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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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esult of Partial Decryption File for Part4

그림 10에서 파트 2의 암호화 구간만이 정상적으로 

복호화 되어 출력됨을, 그림 11에서 파트 4의 암호화 구

간만이 정상적으로 복호화 되어 출력됨을 확인하였다.

4.2. 성능 분석

본 논문의 시스템 호출은 기존의 시스템 호출에 파일 

부분 암호화 기능 수행을 위한 모듈을 커널 내부에 추

가함으로써 구현하여, 기존의 다른 파일 암호화 솔루션 

내부에 구현된 정확한 암호화 모듈만의 동작 시간과 비

교하여 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암호화 시킬 

파일의 부분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본 절에

서는 기존의 write, read 시스템 호출과의 동작 시간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의 원인과 성능 향상 방안에 대

해 기술하였다. 그림 12는 기존의 시스템 호출과 본 논

문의 시스템 호출 동작 시간을 1KB 파일 기준으로 측

정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Fig. 12 Operation Time of Original System Call and 
Proposed System Call

본 논문에서 구현한 write 시스템 호출이 파일 부분 

암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연된 시간에 따라 기존의 

write 보다 약 14배의 속도 차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의 read 시스템 호출은 파일 부분 

복호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read보다 약 10배의 속

도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13
은 파일의 크기가 1KB부터 3KB까지 증가함에 따른 

write, read의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13 Operation Time of System Call by File Size

그림 13의 그래프에서 기존의 write, read 시스템 호

출은 파일 크기의 증가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고, 본 논문의 write, read 시스템 호출은 

파일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 호출에 비해

서 시간 증가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분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이 내부적으로 많은 모듈을 거치며 동작

되고, 파일의 크기가 클수록 암호 블록 개수가 증가되

면서 소요된 시간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 호출은 기존의 시스템 호출에 필요 모

듈을 추가하여 구현됨에 따라 동작 시간이 증가하였으

나, 일괄적으로 파일 전체를 암호화하는 기존의 파일 

암호화 솔루션과 비교하였을 때 사용자 선택적 부분 암

호화가 가능하며, 또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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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시스템 호출의 시간적 

성능의 향상을 위해선 암호화 및 복호화의 최소 동작만 

수행하는 암호화 모듈, 복호화 모듈의 동작이 아닌 현

재 파일 위치와 부분 암호화 및 복호화 실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되는 검사 모듈과 관리 모듈의 최적

화를 통해 전체 시스템 호출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파일 암호화 시스템에서 파일 

전체를 일괄적으로 암호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상

의 오버헤드를 보완하고자, 사용자가 기밀을 원하는 데

이터만을 부분적으로 암호화하는 시스템 호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fcntl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여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 

키, HMAC을 이용한 메시지 무결성 검증 사용 유무를 

설정한 후 write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여 파일 데이터를 

쓰면, 설정된 내용이 적용되어 암호화 된 데이터가 저

장된다. 이 때 내부적으로, 부분 암호화 된 파일 구간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여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fcntl 시스

템 호출로 복호화에 사용될 알고리즘, 키를 설정한 후 

read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여 파일 데이터를 읽으면, 설
정된 내용이 적용되어 복호화 된 데이터를 얻는다. 이 

때 해당 구간이 HMAC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구간이

고, 복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read 시스템 

호출은 종료되며, 그 전까지 읽은 데이터를 반환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여 사용자

가 원하는 파일의 부분만을 암호화 및 복호화 할 수 있

으며, 그 부분에 부합하는 알고리즘과 키를 커널 내부

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암호 키 유출의 위험성

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성능 검증 과정에서 본 논문의 시스템 호출 동

작 시간이 파일의 부분 암호화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서브 모듈 동작으로 인해 기존의 write, read 시스템 호

출 동작 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부적으

로 여러 모듈 동작을 거치며 지연된 것으로, 본 논문의 

시스템 호출 동작의 성능을 시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

한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향후 연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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