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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MLCA(Maximum Length Cellular Automata)와 1D

CAT(One-Dimensional Cellular Automata Transform)를 이용하여 의료 영상 암호화 방법

을 제안한다. 암호화 방법은 먼저, Wolfram Rule 행렬에 의해 전이행렬 를 생성한다. 그

후, 암호화하려는 원 영상에 생성된 전이 행렬 를 곱하여 원 영상의 픽셀 값을 변환한다.

또한 변환된 원 영상을 여원 벡터 F와 XOR 연산하여 비선형 MLCA가 적용된 영상으로

변환한다. 다음, 게이트웨이 값을 설정하여 1D CAT 기저함수를 생성한다. 그리고, 비선형

MLCA가 적용된 영상에 생성된 1D CAT 기저함수를 곱하여 암호화를 한다. 마지막으로

키 공간 분석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높은 암호화 수준의 성질을 가졌음을 검증한다.

   

1. 서론

의료 영상 정보는 환자들의 인체 주요 정보로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만이 자료를 공유하여 진료에 활용한다.

만일 특정 환자의 영상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유출된다면

그 환자는 정신적 육제적인 고통이 심각할 것이다. 오늘날

저작권이 있는 영상 정보의 변질, 무단 복제 등은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 문제의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영상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등의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영상 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1][2].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MLCA(Maximum Length

Cellular Automata)와 1D CAT(One-Dimensional Cellular

Automata Transform)를 이용하여 의료 영상 암호화를 제

안한다. 암호화 방법은 먼저, Wolfram Rule 행렬에 의해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 를 생성한다. 그 후, 암호화

하려는 원 영상에 생성된 전이 행렬 를 곱하여 원 영상

의 픽셀 값을 변환한다. 또한 변환된 원 영상을 여원 벡터

F와 XOR 연산하여 비선형 MLCA가 적용된 영상으로 변

환한다. 다음, 게이트웨이 값을 설정하여 1D CAT 기저함

수를 생성한다. 그리고 비선형 MLCA가 적용된 영상에

생성된 CAT 기저함수를 곱하여 영상을 암호화한다. 마지

막으로 키 공간 분석을 분석하여 제안한 방법이 높은 암

호화 수준의 성질을 가졌음을 확인한다.

2. 관련 연구

2.1 비선형 MLCA

CA는 Wolfram에 의해서 그 원리가 인접한 두 이웃과의 결합

논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형태가 규칙적인 배열로 구성되

기 때문에 랜덤성이 좋은 패턴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특

성을 가진다[3].

  ⊕ (1)

식 (1)은 여원규칙을 나타내는 상태 전이 함수이다. 여

기서 f는 결합논리를 가지는 국소전이 함수이며, 서로 다

른 2
3
개 이웃의 배열상태가 있다. 는 여원 벡터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선형 MLCA는 선형 MLCA에서

유도된 방법이며, 그 구조는 NBCA(Null Boundary CA)를

기초로 한다. NBCA는 경계조건으로서 첫 번째와 마지막

셀이 0의 상태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NBC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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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셀을 가지는 선형 3-이웃 NBCA에서는 현재 상

태를 다음 상태로 전이시키는 전이함수를 × 행렬로

나타낸다.  셀 CA의 상태전이 행렬 는 식 (2)와 같이

삼중 대각 행렬로 나타낸다[4].

 











     

     

     
 

     

(2)

∈

는 번째 셀에 적용된 전이규칙이 90인 경우는 0이

고, 150인 경우는 1이다. 이것은 상태전이 행렬 에서 

번째 행은 번째 셀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를 CA 전이 규칙이라 한다.

가 시간 에서 CA 상태를 나타내면 시간 에

서의 유도된 여원 CA는 식 (3)과 같다.

 
 · ⊕· (3)

여기서 는 차원 여원 벡터로서 은 셀의 개수를

의미한다. T p가 T 를 p 번 적용한 것이라면 식 (4)와

같다.

 
 ·

 ·⊕⊕⊕ ⊕⊕  

NBCA의 상태전이 행렬을 라 하면 det  이며, 모

든 셀들이 개의 사이클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NBCA의 상태전이 행렬은 역 행렬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

태전이 행렬 의 역행렬을 구하면 현재 상태의 바로 직

전 상태를 구할 수 있다.

   (5)

2.2 1D CAT

는 공간영역 에서 정의된 함수일 때 1D CAT 식은

(6)과 같다[5].

 




     (6)

여기서 는 CAT 기저함수, 는 CA 공간벡터, 는

CAT 계수를 나타내며, 다음 식 (7)을 구할 수 있다.

 

 
  



  


  


(7)

는 의 역으로 표현된 것이며, 는 다음 식 (8)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8)

1D CAT 기저함수를 구하는 절차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1D CAT 기저함수 생성과정

3. 제안 방법과 실험 결과

3.1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 제안된 암호화 방법

암호화 방법은 비선형 MLCA로 영상을 변환한 다음,

1D CAT 암호화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먼저,

Wolfram Rule이 정의된 NBCA 기반은 선형 MLCA 수열

을 생성하는 원리이며,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제안된 NBCA 기반에서의 선형 MLCA 구조

식 (9)는 NBCA 기반에서 비선형 MLCA를 계산하는

수식이다. 식 (9)에서, 는 여원 벡터를 의미하며,  는 비

선형 MLCA가 적용된 셀의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는 다음 상태를 의미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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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D CAT을 이용하여 원 영상을 암호화하는

방법은 먼저, 초기 설정 값을 정의한다. 그런 다음 1차원

기저함수를 먼저 만드는 일이다. 게이트웨이 값 즉 규칙,

셀의 개수 및 초기상태, 경계조건, 기저함수 타입 등에 의

해서 기저함수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게이트웨이 값은 다

음 표 1과 같다.

표 1. 게이트웨이 값

게이트웨이 값

Wolfram Rule 234

Number of Cells per

Neighborhood
3

Number of Cells in Lattice 8

Initial Configuration 101

Boundary Configuration Cyc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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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서 게이트웨이 값은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용한 경우이다. 2-상태, 8-셀을 가지는 CA에서 표 1에

나타낸 게이트웨이 값의 조건하에서 갱신되는 셀들의 상

태 전이 함수 식은 (10)과 같다.

  
 


 


 




mod 
  




mod (10)

식에서 조건은 ≤ ≤이고, 는 이웃 셀 상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1차원 CA로서 3-site 이웃

이 되며, 조건이  으로 W의 값은  된다. 식 (10)

은 시간 에서 중간 셀의 상태이다. 다음 식 (11)은 1D

CAT 기저함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다.

2 1ik ik kiA a a= - (11)

여기서 는    일 때 번째 셀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5는 1차원 CAT 기저함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흰 점

픽셀은 1을 나타내고, 검은 점 픽셀은 -1을 나타낸다. 맨

좌측 구역의 첫 번째는 이며, 맨 우측 구역의 첫 번째

점은 을 나타낸다.

그림 5. 1D CAT 기저함수

3.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된 의료 영상은 8비트 그레이 레벨 영

상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6. 원 영상에 비선형 MLCA와 1D CAT를 적용하여

암호화된 영상과 히스토그램

그림 6은 비선형 MLCA 및 1D CAT가 단계적으로 적

용된 영상 암호화 결과이다. 특히 영상 암호화 결과는 원

영상과 비교해서 각 픽셀간의 연관성이 전혀 알 수 없게

고르게 출력됨이 히스토그램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복

원 영상은 1D CAT가 직교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식 (6)

을 이용하여 비선형 MLCA 변환 영상을 얻는다. 비선형

MLCA 변환 영상에 여원 벡터 F와 XOR 연산하여 선형

MLCA가 적용된 영상을 생성한다. 또한 선형 MLCA 변환 영

상에 전이 행렬 의 역행렬을 곱하여 원 영상으로 100% 무

손실 복원한다.

4. 키 공간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된 조건은 8-셀, 2-상태, 3-이웃이다.

비선형 MLCA는 선형 MLCA 기반이며 최대 주기를 가지

므로 × 이고, 1D CAT는


  

  
 × 가지의 키를 생성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제안된 영상 암호화 방법은 총

 가지의 일정한 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암호화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CA

키를 이용한 영상 암호화 수준보다 훨씬 향상된 결과이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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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료 영상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비선형

MLCA와 1D CAT를 이용하였다. 제안한 암호화 방법은

Matlab으로 구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대상은

50개 이상의 X-Ray, MRI, CT 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측정값이 높은 암호화 수준의 결과

값을 얻었다. 따라서 비선형 MLCA와 1D CAT를 단계적

으로 적용한 결과, 의료 영상의 암호화 수준이 높음을 확

인하였고, 또한 외부 공격에 대해 강인한 특성을 가졌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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