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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신기술과 비디오 압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디오 콘텐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고,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비디오 콘텐츠 보호 방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콘

텐츠에 대한 로지스틱 사상기반의 비디오 암/복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 암/복호화

시스템을 설계한다. DM642 EVM 보드 상에서 암호화 송신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복호화 하기 위한 시스템을 위성수신단말

기(STB, set-top box) 상에서 구현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비디오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한 인코딩 시간변화율은 PC와 타겟

보드 상에서 각각 평균 0.5%와 0.97% 이하의 변화율을 보였고, PC와 위성수신단말기 상에서 복호화 방법에 의한 디코딩 시간

변화율은 각각 평균 1.5%와 1.75% 이하의 변화율을 보여 제안한 암/복호화 시스템이 실시간에 적용 가능함을 나타냈다.

Abstract

According to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video compression technology, the video contents are easily

disseminated into various areas. In order to prevent illegal distribution of video contents, the necessity of video contents

protection technology is increas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video encryption and decryption algorithm based on logistic

map and design the prototype system in real-time embedded environment. The sender system with encryption capability is

implemented on DM642 EVM target board and the receiver system with decryption capability is implemented in satellite

D-STB.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ime change ratio of encoding process on target board are less than 0.97% and

the time change ratio of the decoding process on D-STB is less than 1.75%. So, we verify that the proposed

encryption/decryption system can be used in real time application.

Keywords : Video Encryption/Decryption, Logistic map, MPEG-2, STB

Ⅰ. 서  론

인터넷 통신기술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의 진화로

인해 정보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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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분야에서 비디오 콘텐츠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

히 방송시스템 분야에서의 비디오 콘텐츠는 유/무선 네

트워크의 한정된 대역폭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디오 압

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2]

. 이와

같은 비디오 압축 기술과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개방형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다른 사용자끼리의 비디오

및 영상 데이터 통신이 빈번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저

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비디오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들은 콘텐츠 제

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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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비합법적인 콘텐츠의 배포

는 사회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

통경로는 반드시 차단되어야한다. 따라서 비디오 콘텐

츠 자체의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

되고 있고, 비디오 콘텐츠 보호를 위한 암호화 알고리

즘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3]

.

비디오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비압축 비디오의 전체를 암호화하는 방법과

압축 과정에 암호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방법이 있다.

비압축 비디오 암호화 방법은 강건한 암호화가 가능지

만 계산 비용 및 암호화 처리에 따른 오버헤드의 단점

을 갖는다. 반대로 압축과 결합된 암호화 방법은 강건

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성능을 높일 수 있으

며 낮은 계산량과 오버헤드를 갖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에는 혼동(confusion)과 확산(diffusion) 특성이 우수하

며 비교적 단순한 계산과정을 갖는 카오스 사상(chaos

map)을 기반으로 압축과정과 결합된 많은 암호화 방법

들이 연구되고 있다
[4～6]

. 카오스 사상은 초기조건에 민

감하게 반응하며 난수 특성이 우수한 수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일반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는

방법이다
[7]

.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비합법적인 배포

를 막기 위해 위성수신단말기(STB, set-top box)로 전송

되어 저장 및 출력 되는 비디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암

/복호화 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카오스 사상을 기반으

로 비디오 인코딩 특성을 고려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

안하고, DM642 EVM 타겟보드 상에서 구동되는 암호화

송신시스템을 구현한다. 또한 이를 복호화 하기 위하여

위성수신단말기에서 복호화 수신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험을 통해 DM642 EVM 타겟보드와 위성수신단말기

상에서 구현된 암/복호화 알고리즘이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에 미치는 오버헤드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제안한 암

/ 복호화 시스템 모델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로지스틱

사상 기반의 비디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하고

복호화를 위한 비디오 데이터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

다. Ⅲ장에서는 암호화 송신시스템과 복호화 수신 시스

템의 구현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Ⅳ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및 분석을 하여 Ⅴ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Ⅱ. 제안한 암 ᠊ 복호화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임베디드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실시간 암/복호

화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송신 시스템에서 수집된 영상

데이터들은 인코딩 과정을거쳐 스트림데이터로최종목적

지인 수신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인코딩 과정에서 로지스틱

사상(logistic map)
[9]

기반의 암호화 방법은 인코딩과 결합

된 구조를 갖으면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적용된다.

복호화 수신 시스템의 경우 위성수신용 D-STB(

Digital set-top box) 모델을 이용하여 복호화 시스템이

구현된다. 복호화 시스템은 디코딩 처리에 복호화를 위

한 Decryption module이 삽입된 형태를 갖으며 소프트

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처리한다.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전

달받은 스트림 데이터는 비디오 특성이 고려된 복호화

를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단계로 처리되며, 복호화 처리

된 프레임은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되고, 복호화 과정

이 수행되지 않은 영상데이터는 저장장치로 저장된다.

그림 1. 임베디드 디바이스 환경의 암/복호화 시스템

Fig. 1. Encryption/Decryption system on Embedded

Device environment.

1. 암호화 시스템

적용된 암호화 알고리즘은 MPEG-2 비디오 인코딩[10]

과정과 결합되어 수행된다. 그림 2는 제안한 로지스틱 사

상 기반의 비디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전체 구조를 나

타낸다. 암호화는 인코딩 과정의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와 양자화 된 DCT 블록 단위로 블록 암호화를

수행한다.

암호화를 위해 생성되는 8x8 난수 블록은 로지스틱 사

상 기반의 난수 테이블과 난수블록생성기(random number

block generator)에 의해 정의된다. 난수 블록의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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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전체 구조

Fig. 2. Overall structure of proposed encryption

algorithm.

과 암호화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과정 1 : 암호화는 DCT 블록의 유효계수의 위치 인

덱스의 합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양자화 된 블록 내에

서 모든 유효계수의 위치 인덱스 정보의 합을 정보로

하여 미리 만들어진 난수 테이블에서 난수의 정보를 얻

어 오기 때문에 블록 내 계수의 개수인 1부터 64의 합

을 전체 경우의 수로 고려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2080

까지의 위치 인덱스 합의 경우를 고려하여 난수 테이블

을 생성한다. 난수 테이블은 [0, 1) 구간의 사용자 초기

키 값인  와 로지스틱 사상의 반복 과정인 식 (1)

을 이용하여 2080개의 난수로 채워진다.










    
     

    
       

   

(1)

과정 2 : 생성된 2080개의 난수들은 8x8 DCT 블록

의 모든 위치인덱스의 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만족한

다. 따라서 생성된 각각의 난수들을 이용하여 그림 3

그림 3. 로지스틱 사상 기반의 8x8 난수블록생성기

Fig. 3. 8x8 Random number block generator based on

Logistic map.

과 같은 난수블록생성기를 통해 난수블록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수테이블의 번째    위치

에 있는 난수 과 의 값을 식 (2)을 이용하여 얻은 실수

 을 난수블록생성기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2)

과정 3 : 그림 3의 난수블록생성기의 기본블록은 로지

스틱 사상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각 블록은 체인 형태로

구성된다. 따라서 초기 입력에 대한 최종출력 값은 다시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기반으로 식 (3)

과 같이 64번의 반복을 통해 [0, 1) 구간의 값을 갖는 64개

의 난수를 생성하고 이것이 곧 난수블록이 된다.










    mod    
    

      

  
(3)

과정 4 : 생성되는 난수들은 DCT 블록과 XOR 암호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16-bit의 정수형 데이터로 식 (4)

와 같이 변환된다.

           ∈ (4)

위와 같은 과정은 2080개의 모든 난수를 고려하여 수

행되고 최종적으로 2080개의 8x8 난수블록을 갖는 난수

블록 테이블이 정의된다.

과정 5 : 과정 1에서부터 4를 통해 생성된 난수블록

테이블은 비디오 인코딩 과정 중에 획득되는 DCT 블

록의 유효계수들의 위치 인덱스의 합에 의해 참조되고

그에 해당하는 난수블록이 호출된다.

과정 6 : 유효계수의 위치인덱스의 합을 정보로 하여

호출된 난수블록은 식 (5)와 그림 4와 같이 해당 DCT블

록의 유효계수들에 대해서 XOR 암호화 연산을 수행한다.

  ⊕          (5)

과정 5부터 과정 6까지의 처리 단계는 모든 프레임의

인트라 블록 대상으로 수행되며, 최종적으로 암호화 된

비디오 스트림을 생성하게 된다. 인코딩 과정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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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CT 블록과 난수블록의 XOR 암호화 과정

Fig. 4. XOR Encryption operation between DCT block

and Random number block.

표 1. 로지스틱 사상 기반의 제안한 암호화 알고리즘

의사코드

Table 1. Proposed encryption algorithm pseudocode

based on Logistic map.

난수블록을 미리 정의해놓고 유효계수 위치 인덱스의

합을 고려해 암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코딩 과정에

대한 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표 1은 앞에서 기술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각 과정을 의

사코드(pseudocode)형태로 표현하였다. 사용자 키를 초기

값으로 하여 난수테이블을 생성하는 Randnum-Table-Gen

함수를 통해 전역변수 RandnumTable 에 2080개의 난수를

초기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암호화 과정이 수행된다.

2. 복호화 시스템

복호화 과정은 암호화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난수

블록테이블을 통해 암호화 된 DCT 블록에 대해 식 (6)과그

림 5와 같이 대칭적으로 수행된다.

  ⊕          (6)

위성수신단말기 상에서의 복호화 시스템은

Decryption module과 H/W Deocoder 의 두 단계로 구

성된다.

위성수신단말기의 기본적인 디코딩 처리 과정은

Receive Buffer 에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을 H/W 디코

더로 전달하여 디코딩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성

수신단말기의 디코더는 하드웨어로 내부 고정되어 있기

그림 5. DCT 블록과 난수블록의 XOR 복호화 과정

Fig. 5. XOR Decryption operation between Encrypted

DCT block and Random number block.

그림 6. 복호화 처리가 삽입된 디코딩 과정

Fig. 6. Inserted decryption module to deco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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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림 6과 같은 복호화 과정이 추가되고 복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정 1 : 암호화 송신시스템으로부터 이더넷을 통해

수신 받은 비디오 스트림을 위해 Receive buffer를 두

고 스트림의 헤더를 파싱한다.

과정 2 : 일반적인 디코딩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헤

더정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디코딩 처리와 복호화 모

듈이 추가된다.

과정 3 : 소프트웨어 디코딩과정에서 암호화 된

DCT블록을 찾아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된 난수블록을

이용해 해당 블록을 복호화 한다.

과정 4 : 복호화 처리된 DCT블록은 인코딩 프로세

스의 과정의 일부인 엔트로피 인코딩과정을 사용해 다

시 스트림 형태로 복구된다.

과정 5 : 복호화 된 비디오 스트림은 Sync buffer로

보내져 하드웨어 디코더가 순차적으로 디코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는 앞에서 기술한 복호화 과정과 동기화를 위한

처리 방법을 의사코드형태로 표현하였다. 복호화 처리

과정은 Decoding-Process 함수와 같이 인트라 블록 검

출을 위한 정보 수집과 인트라 블록의 디코드, 복호화,

인코드로 구성된다. MPEG 분석의 전체적인 과정은

BitStream으로 처리 하게 되는데, Bit 단위로 읽어 들이

는 과정에서 GetByte를 호출한다. 만약 수신 버퍼에 읽

어 들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호화 처리는

대기 상태에 진입하고, 수신 버퍼가 채워질 때, 다시 재

개 하게 된다. 하드웨어로 전달하기 위한 Sync Buffer

는 쓰기 버퍼의 대상이 되며, Bitstream 쓰기에서 Byte

단위로 채워질 경우 PutByte()를 호출하게 된다. 만약

Sync Buffer가 가득찬 상태의 경우라면, 빈공간이 생길

때까지 복호화 처리는 대기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세

부적으로 각 파싱과정에서 Bit 단위를 읽어 들이는 동

시에 읽어 들인 Bit 만큼 쓰기 작업을 하게 된다. 단 인

트라 블록을 읽어 들일 경우에는 쓰기 작업을 하지 않

고, DecodeIntraBlock()에서 entropy 디코딩, IDCT를

수행하고, DecryptIntraBlock()에서 양자화 된 DCT 계

수를 복호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EncodeIntraBlock()

표 2. 위성수신단말기 상에서의 복호화 알고리즘 의

사코드

Table 2. Decryption algorithm pseudocode based in

D-STB.

에서 다시 DCT를 수행하고, entropy 인코딩된

bitstream을 쓰기 작업하게 된다.

Ⅲ. 암 ᠊ 복호화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기술한 암호화 방법과 이를 기

반으로 적용된 암호화 송신시스템과 복호화 수신시스템

의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1. PC 환경에서의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 

카오스 사상을 기반으로 제안된 암호화 방법은 먼저

윈도우즈 운영체제 기반의 PC 환경에서 구현된다. 웹사

이트 www.mpeg.org 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MPEG 엔코더 소스인 MPEG-2enc 내에 Visual C++

2005를 이용하여 암호화 과정을 구현하였다.

그림 7은 MPEG 인코더 내부에 제안한 암호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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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영상 암호화된 영상

그림 7. 제안된 암호화 알고리즘의 구현결과

Fig. 7. Implementation result of proposed encryption

algorithm.

리즘을 적용하고 구현된 결과를 나타낸다. DCT와 양자

화 된 블록 계수들은 픽셀의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DCT 블록의 유효계수에 대한 암호화 수

행은 그림에서와 같이 본래의 픽셀정보와 전체비디오정

보에 혼란을 주는 것에 큰 영향력을 보인다.

2. DM642 타겟 보드 상의 암호화 처리 시스템 

그림 8은 DM642 EVM 타겟 보드 상에서의 비디오

캡쳐(capture) 및 인코딩 루틴과정과 제안한 암호화 처

리 모듈을 나타낸다. 영상 입력 장치로부터 획득된 프

레임에 대하여 서브샘플링을 수행하고 미리 정의된 난

수블록 테이블을 이용하여 인코딩 과정에서 프레임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한다.

인코딩 과정에서 생성되는 DCT 블록 내 유효계수의

위치 인덱스의 합의 값을 통해 미리 정의된 난수블록테

이블의 해당 난수블록을 호출한다. 호출된 난수블록과

그림 8. DM642 EVM 타겟보드 상에서의 암호화 처리

Fig. 8. Encryption process on the DM642 EVM Target

Board.

그림 9. 인코딩 과정과 암호화 처리의 테스크 처리 구

조

Fig. 9. Task structure between encoding and encryption

process.

해당 DCT 블록은 유효한 계수가 위치한 부분에서만

XOR 연산을 통한 암호화가 수행된다. 암호화와 동시에

인코딩 처리 된 프레임은 전송부의 스트림 버퍼를 통해

복호화를 위한 수신시스템으로 전송된다.

그림 9는 MPEG-2 인코딩 수행 루틴에서 앞서 기술

한 암호화 처리에 대한 DM642 타겟 보드 상에서의 테

스크 구조를 보여준다
[11]

. 인코딩과정은 소프트웨어 인

코더인 mpeg2enc 의 수행과정을 이용하였다. DM642의

프로세서와 프레임워크의 기본 초기화 과정을 시작으로

암호화를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 명령어 처리 단계가 진

행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 키에 의해 난수블록 테이

블이 미리 정의된다.

입력장치를 통해 프레임을 획득하여 서브샘플링을

수행하는 입력 테스크(input task)는 프로세스 테스크

(process task)에게 동작 메시지를 넘겨줌으로써 인코딩

처리를 수행시킨다. 인코딩 과정에서 양자화 된 DCT

블록이 생성되면 암호화 테스크(encryption task)에 메

시지를 넘겨 테스크 동작을 명령하고, 미리 정의 된 난

수블록과의 암호화를 수행한다. 암호화 처리 완료 메시

지를 프로세스 테스크에 넘겨줌으로써 암호화 된 DCT

블록을 기반으로 나머지 인코딩 과정을 수행하고 네트

워크 테스크(network task)는 암호화와 인코딩 처리된

프레임의 복호화를 위한 수신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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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획득되는 모든 프레임에 대해 미리 정의된 난수

블록테이블을 기반으로 암호화 처리된다.

3. 위성수신단말기 상의 복호화 처리 시스템

복호화 처리를 위한 복호화 수신시스템은 브로드컴

의 BCM7325 MIPS 프로세서가 탑재된 위성수신단말

기를 사용하였고 브로드컴에서 제공된 미들웨어 단에

서 구현하였다[12]. 위성수신단말기 내부적으로 존재하

는 하드웨어 디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www.mpeg.org

에서 제공되는 mpeg2dec 을 이용하여 복호화 과정을

구현하였다.

암호화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이더넷을 통해 전송받

은 암호화 영상 데이터는 그림 10과 같이 위성수신단말

기 상에서 복호화 처리를 위한 일련의 단계를 통해 복

호화 및 저장된다.

그림 11과 같이 Receive buffer 에 저장된 비디오데

이터는 Decryption module의 stream parsing 과정을 통

그림 10. D-STB 상에서의 복호화 처리

Fig. 10. Decryption process on the D-STB.

그림 11. 복호화 모듈의 세부적인 처리 단계

Fig. 11. Detail process diagram of Decryption module.

해 암호화 된 DCT 블록을 검색하고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된 해당 난수블록을 통해 복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복호화 된 DCT 블록은 스트림 형태로 재구성되고

Sync buffer 에 전달되는데 Sync buffer의 역할은 하드

웨어 디코더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디코딩 할 수

있도록 동기화를 해준다.

Ⅳ. 실험결과

본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Ⅲ장에서 기술한 구현내용

을 토대로 제안한 암/복호화 알고리즘이 인코딩과 디코

딩 과정에 미치는 오버헤드를 PC환경에서 측정한다. 또

한 구현된 암/복호화 시스템에서 암호화와 복호화 처리

가 실시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1.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 평가

제안한 암호화 방법과 복호화 방법이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에 미치는 오버헤드를 PC상에서 먼저 측정

하였다. 실험을 위한 환경과 실험에 사용된 비디오 시퀀

스는 표 3과 표 4와 같다.

항목 시스템 사양

CPU Intel core 2 (2.4Ghz)

메모리 DDR2 1G*2개

운영체제 Windows XP

표 3. 실험환경

Table 3. Experimental environment.

형식 영상 해상도(프레임 수)

CIF coastguard 352x288(300)

CIF flower 352x288(200)

CIF table tennis 352x288(115)

표 4. 실험영상

Table 4. Experimental video sequence.

coastguard flower table tennis

시간

변화율

(%)

압축

변화율

(%)

시간

변화율

(%)

압축

변화율

(%)

시간

변화율

(%)

압축

변화율

(%)

1 0.36 0.22 0.54 0.12 0.40 0.14

2 0.33 0.21 0.54 0.11 0.39 0.14

3 0.33 0.21 0.53 0.09 0.38 0.13

4 0.34 0.2 0.54 0.11 0.42 0.14

5 0.36 0.22 0.55 0.08 0.42 0.13

평균 0.34 0.21 0.54 0.10 0.40 0.13

표 5.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한 인코딩 시간변화율과 압축 변화

율

Table 5. Time change ratio and compression change

ratio of enco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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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I:P:B)

제안 방법 S. Lian의 방법[4] C.N. Raju의 방법[13]

N/A DC+ACsign N/A

시간 변화율(%) 압축 변화율(%) 시간 변화율(%) 압축 변화율(%) 시간 변화율(%) 압축 변화율(%)

Coastguard

(21:42:62)
0.34 0.21 1.56 0.47 3.81 0.24

Flower

(26:75:199)
0.54 0.10 1.54 0.42 3.24 0.22

Hall monitor

(76:75:149)
0.40 0.13 1.50 0.52 3.65 0.17

표 7. 제안방법과 S. Lian 의 방법[4] 및 C.N. Raju의 방법[13]에 대한 성능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proposed method and other methods.

암호화 처리가 인코딩 과정에 미치는 오버헤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용된 실험 비디오 시퀀스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지만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 영상을 기준으

로 평균 0.42% 이하의 시간 변화율과 0.14% 이하의 압축

변화율을 나타냈다. 결과를 통해 제안한 암호화 알고리즘

은 인코딩 처리에 작은 영향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암호화 된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복호화 처리

가 디코딩 과정에 미치는 오버헤드에 대한 결과를 나타

낸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복호화에 의한 디코딩 시간

변화율은 실험 영상에 대해 평균 1.5% 이하의 변화율

을 보였으며, 인코딩 변화율과 마찬가지로 디코딩 처리

에 작은 영향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제안한 방법과 S. Lian 등이 제안한 시공간

카오스 비디오 암호화 시스템[4]과 C. N. Raju 등이

Shamir`s Secret Sharing(SSS) 기법을 적용하여 제안한

비디오 암호화 방법
[13]

과 비교하여 압축효율성에 대해

나타낸 결과이다. Lian이 제안한 방법은 이차원으로 결

합된 카오스 사상을 기반으로 시공간적인 랜덤특성을

갖는 64개의 난수 수열을 시공간 격자를 통해 생성하고

각각의 난수 수열들은 DCT 블록의 선택된 계수들에 암

호화를 수행한다. Raju가 제안한 방법은 Shamir`s

Secret Sharing 을 변형하여 DCT 블록의 계수를 암호

화 된 계수로 치환하였다. DCT 블록의 0이 아닌 AC 계

수들을 카운트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Secret Sharing

의 다항식 인자로 계수들의 값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DCT 계수들을 생성한다.

표 7의 내용을 토대로 제안한 방법이 Lian의 방법과

Raju 의 방법에 비해 암호화에 따른 인코딩 효율성 측

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제안한 방법은 인코딩

수행 이전에 사용자 키를 통해 난수블록 테이블을 빠르

게 생성하고 DCT 블록 유효계수들의 인덱스의 합으로

coastguard flower table tennis

시간 변화율(%) 시간 변화율(%) 시간 변화율(%)

1 1.38 1.86 1.54

2 1.42 1.79 1.44

3 1.31 1.38 1.47

4 1.51 1.42 1.64

5 1.33 1.94 1.33

평균 1.39 1.67 1.48

표 6. 복호화 알고리즘에 의한 디코딩 시간변화율

Table 6. Time change ratio of decoding process.

난수블록 테이블을 참조하여 암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코딩에 미치는 암호화 과정을 최소화 한다. 또한 유

효계수에 대해서만 암호화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값

을 만들지 않아 압축변화율 측면에서도 유리함을 보인

다. 반면에 Lian의 방법은 인코딩 과정에 암호화를 위

한 난수 수열 생성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고,

Raju의 방법은 DCT블록의 AC 계수들을 고려하여 암

호화 다항식에 의한 암호화 된 계수들을 만들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이 시간변화율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

낼 수 있었다. 또한 Lian 의 방법과 달리 제안한 방법은

유효계수들만 암호화함으로써 암호화 이후에 압축효율

성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4～12 개의 한정된

계수에 대해서만 암호화를 하는 Raju의 방법과는 비슷

한 성능을 나타냈다.

2. 암/복호화 시스템에서의 암/복호화 효율성 평가

구현된 암/복호화 송/수신시스템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이 인코딩과 디코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구현된 전체 시스템에서 입력장치로부터

획득된 프레임의 인트라 프레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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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구현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의 암/복호화 시

스템

Fig. 12. Implemented Encryption/Decryption system in the

embedded system environment

그림 13. 구현된 복호화 시스템에 의한 복호화 된 영상 출

력

Fig. 13. Decrypted video output by implemented decryption

system.

인코딩

시간변화율(%)

디코딩

시간변화율(%)

1 0.88 1.98

2 0.94 1.16

3 1.23 1.84

4 1.04 1.27

5 0.81 1.96

6 1.21 1.83

7 0.97 2.07

8 1.02 1.69

9 0.83 1.78

10 0.75 1.88

평균 0.97 1.75

표 8. 구현된 암/복호화 시스템의 인코딩과 디코딩의

시간 변화율

Table 8 Time overhead ratio of Encoding/Decoding on

implemented Encryption/Decryption system.

그림 13은 암호화 송신시스템에서 이더넷을 통해 수

신 받은 암호화 된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화 시스템에서

복호화 처리와 함께 디코딩을 수행했을 때의 출력영상

이다.

표 8의 결과로부터 구현된 암/복호화 시스템 상에서

의 암/복호화 처리는 인코딩과 디코딩과정에 대해 각각

0.97% 와 1.75%의 작은 시간변화율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제안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

이 실시간 임베디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로지스틱 사상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임베디드 암/

복호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한 암호화 방법은 인

코딩수행에 앞서 로직스틱 사상 기반의 난수블록생성기

를 통해 고속으로 난수블록테이블을 생성함으로써 암호

화에 의한 인코딩 오버헤드를 최소로 하였으며, DCT

블록 내에 유효계수에 대해서만 암호화 처리를 함으로

써 압축변화율에도 효과적으로 설계 되었다. 또한 설계

된 암호화 방법과 복호화 방법을 기반으로 임베디드 암

/복호화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제안한 암/복호화 과정

이 실시간 임베디드 환경에서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실

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비디오 암호화 알고리즘이

시각적 암호화와 인코딩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

임을 보였다. 또한 임베디드 환경에서 암/복호화 처리

에 의한 인코딩과 디코딩과정의 시간변화율은 실시간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험 결

과를 통해 제안한 암/복호화 시스템은 실시간성과 비디

오 콘텐츠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는 실시간 임베디드 환

경에서 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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