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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AT(Cellular Automata Transform) 성질을 이용하여 의료 영상의 단계

적 변환을 제안한다. 적용 방법은 먼저, CAT 초기 값과 다양한 규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Gateway Values와 rule matrix에 대한 전이행렬 T를 이용하여 CAT 기저함수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생성된 CAT 기저함수를 의료 영상에 곱하여 영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키 공간 분석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높은 영상 변환 및 보안의 성질을 가졌

음을 검증한다.

   

1. 서론

MRI, CT, X-ray 등과 같은 의료 영상 정보는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보호 관리해야할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의료 영상 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정보의 변질,

무단 복제, 영상 정보 보안 기술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 등

으로 인해 환자의 주요 정보가 유출된다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영상 정보의

보안에 대한 취약성을 사전 예방하고 자유로운 컨텐츠 활

용을 위해 다양한 영상 변환 방법들이 다수 제안되고 있

다[1-3].

제안 방법들은 주로 Map을 이용한 영상 변환 방법들로

서 Map을 생성하는 방법이 복잡하던가, 한정된 영상 변환

으로 국한되어 다양한 변환에 의한 응용 적용이 다소 부

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CAT(Cellular Automata Transform)성질[4]을 이용하여

의료 분야에서 주로 응용되는 의료 영상을 다양하게 변환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다.

특히 CT나 MRI 등의 장비로 얻어진 의료 영상은 환자

의 질병을 진단 확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다양한 규칙을 갖는 CAT 성질을 적용하

여 영상 변환 및 보안의 유용성을 제안한다. 적용 방법은

CAT 초기값과 다양한 규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Gateway

Values와 rule matrix에 대한 전이행렬 T를 이용하여

CAT 기저함수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생성된 CAT 기저

함수를 의료 영상에 곱하여 영상을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키 공간 분석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높은 영상 변환 및

보안의 성질을 가졌음을 검증한다.

2. 관련 연구

CAT 근간이 되는 CA는 동역학계를 해석하는 한 방법

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산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것

은 복잡한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CA는 Wolfram에 의해서 그 원리가

인접한 두 이웃과의 결합 논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형태가

규칙적인 배열로 구성되기 때문에 랜덤성이 좋은 패턴을 효과적

으로 생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5][6].

CAT는 정의된 이웃 셀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규칙과 셀

들의 상태 수, 각 이웃에 있는 셀의 수, 셀들의 초기 구성,

셀들의 경계 형상, 셀 공간 및 구조의 형태, 셀 공간 차원,

CAT 기저함수 타입 등에 의해 변환된다[4]. CAT 는 공

간영역 에서 정의된 함수일 때 1차원 식은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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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CAT 기저함수, 는 CA 공간벡터, 는

CAT 계수를 나타내며, 다음 식 (2)를 구할 수 있다.

  

 
  

  

    
  

  

 


(2)

2차원 공간 × 셀일 경우, 기저함수는

≡  이 고 ,

  의 2차원 CAT는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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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2차원 CAT 기저함수이다. 2차원 CAT 기

저함수는 2차원 CA공간 ≡  에서

2차원 CAT 기저함수 을 생성한다. 이것은 1차원

CAT 기저함수로부터 생성된다. 식 (4)와 같다.

  (4)

그림 1은 2차원 CAT 기저함수를 구하는 절차를 설명

한다.

그림 1. 2차원 CAT 기저함수 생성과정

1,2차원 CAT을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Key 값을 설정

한 다음, 1, 2차원 CAT 기저함수를 단계적으로 만드는 일

이다.

표 1. 제안된 Gateway Values

Wolfram Rule 범위 1 ~ 255

Number of Cells per Neighborhood 3

Number of Cells in Lattice 8

Initial Configuration 범위 1 ~ 255

Boundary Configuration Cyclic

Basis Function Type 2 2 1ik ik kiA a a= -

표 1의 Gateway Values에 의해 생성된 CAT 기저함수

는 직교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 CAT로서 변환된

영상은 100% 무손실 복원된다. 그림 2는 1차원 CAT 기

저함수를 나타내며, 흰 픽셀은 1을, 검은 픽셀은 -1을 의

미한다. 또한 맨 좌측 Block은 이며, 맨 우측 Block

위의 첫 번째 점은 을 의미한다.

그림 2. 1차원 CAT 기저함수

2차원 CAT 기저함수 는 1차원 CAT 기저 함수로

부터 구할 수 있으며, 2차원 CAT는 식 (5)와 같다.

 
  




 



    (5)

식 (5)을 이용하여 영상을 변환한다. 다음은 Gateway

Values에 의해 그림 3과 같은 2차원 CAT 기저함수를 생

성한다.

그림 3. 2차원 CAT 기저함수

그림 3은 2차원 CAT 기저함수로서, 흰 픽셀은 1을, 검

은 픽셀은 -1을 의미한다. 또한 맨 좌측 Block은 이

며, 맨 우측 Block 위의 첫 번째 점은을 의미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규칙을 갖는 CAT 성질을 적용하

여 의료 영상의 변환 및 보안의 유용성을 제안하였다. 적

용 방법은 먼저, CAT 초기 값과 다양한 규칙에 따라 단

계적으로 Gateway Values와 rule matrix에 대한 전이행

렬 T를 이용하여 CAT 기저함수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생성된 기저함수를 의료 영상에 곱하여 영상을 변환한다.

그림 4,5,6은 규칙에 따라 다양하게 변환되는 의료 영상의

일부분을 나타내었다.

원 영상 In22 R244 In10 R174

In5 R11 In5 R241 In51 R26

그림 4. 에지 변환 영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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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105 R210 In39 R107 In6 R106

In39 R175 In9 R99 In46 R65

그림 5. 잡음이 있는 영상들

In106 R14 In39 R230 In54 R89

In12 R138 In88 R74 In2 R185

In2 R188 In1 R11 In5 R151

In4 R185 In40 R214 In186 R14

In1 R123 In3 R114 In12 R54

그림 6. 기타 변환된 영상들

제안 방법을 적용한 결과 출력되는 의료 영상들 중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

든 경우를 열거 할 순 없고, 다만 CA 규칙 적용으로 특이

하게 변환되는 영상의 일부분만 제시하였다.

변환된 영상의 응용 분야로는 환자의 의료 영상 보안

및 일반 영상, 각종 TEXT 문서 암호화 또는 다중 케이블

방송에서 일부 채널의 영상을 변형시킬 때 응용 될 수 있

다. 특히 Gateway Values와 rule matrix에 대한 전이행렬

T를 이용하여 생성된 CAT 기저함수는 직교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 CAT로서 변환된 영상은 100% 무손실 복

원된다.

4. 키 공간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된 조건은 8-Cell, 2-state, 5-site

neighborhood이다. 따라서 2차원 CA는 식 (6)과 같다.


   

       (6)

여기서 는 진화되는 시간, 는 정의된 셀 상태의

수, 은 정의된 셀 수, 과 은 셀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
 × )가지의 키

를 생성한다.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된 2D CAT 영상 변

환 방법은 가지의 일정한 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유형의 영상 변환 및 보안으로 응용할 수 있다.

CA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영상이 다양하게 변환되기 때

문에 Gateway Values와 rule matrix에 대한 전이행렬

T에 따라서 의료 영상이 매우 민감하게 변환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CAT를 이용하여 의료 영상의 단계적 변환

기술을 정보 보안에 응용하고자한다. CAT는 기존 영상

처리 기법으로 처리되는 영상의 변환을 단순 초기 값과

규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변환시킬 수 있다.

또한 키 공간 분석에 의해 매우 복잡하고 무질서한 랜덤

성 있는 CA가 다양하게 영상을 변환시킨다는 사실을 또

한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이 의료

영상 및 기타 다양한 영상 정보 보안 분야에 CAT가 응

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CAT는 복잡한 전이의

특성으로 다양한 영상 처리에 매우 효과적인 성질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CAT 기저 함수 성질을 규칙별로

분석하여 이를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방법 혹은 최대주

기를 갖는 다른 방법과의 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영상

변환 및 암호화에 대한 연구를 다음 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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